
일시 | 2006년 5월 15일(월)~16일(화)

장소 | 부산 BEXCO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해양학회, 한국수산학회, 대한조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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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해양수산부, 국회바다포럼,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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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이 시대의 산업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의 풍요로운 삶과 문화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21세기를 맞아 바다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과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양과학기술(Marine Technology)의 가치와 역할이 주

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을 주도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해양과학기술 각 부

문별 학술 전문성을 도모하고 미래의 해양발전을 강구하고자 국내 해양수산 관련 6개 학회

의 참여하에『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해양학회, 한국수산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

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등 6개 학회에서 약 650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됩니다.

또한‘바다,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함과 동시에 해양수산 연구·

인력 정책간담회, 해양문화세미나,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 모든 해양인들의 의지를 모아 개최하는 금번 공동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이 열띤 토

론과 정보공유의 장이 되면서 아울러 우리의 바다가 미래의 삶과 문화의 터전이 되길 소망

하면서, 모든 해양인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6. 5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이 규 형

국회바다포럼 대표의원 제 종 길

2006년도 협의회 공동학술대회장 최 중 기



위 원 장 이규형회장 (전남대 교수)

위 원 이장욱부회장 (부경대 교수)

편종근부회장 (명지대 교수)

홍석원부회장 (해양연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소장)

변상경부회장 (한국해양연구원책임연구원)

이창섭부회장 (충남대 교수)

김철수이사 (한국해양연구원책임연구원)

배기성이사 (경상대 교수)

홍철훈이사 (부경대 교수)

김종현이사 (한국선급 소장)

채장원이사 (한국해양연구원책임연구원)

송무석이사 (홍익대 교수)

강창구사무총장 (해양연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홍선감사 (㈜지오시스템리서치대표이사)

남기우감사 (부경대 교수)

단 장 강창구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사무총장 (해양연구원)

기획위원 한국해양학회 신홍렬 교수 (공주대)

한국수산학회 장대수 연구관

대한조선학회 유재문 교수 (충남대) 

한국해양공학회 홍섭 박사 (해양연구원)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오 민 박사 (해양연구원)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조현서 교수 (전남대)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강성길 박사 (해양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오정환 박사 (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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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_ 행사 일정

6 _ 행사 일정표

7 _ 공동 심포지엄

9 _ 해양수산 연구·인력 정책간담회

9 _ 해양문화 세미나

11 _ 학회별 발표장 안내

12 _ 행사장 안내

12 _ 등록 안내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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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한국해양학회) / SB(한국수산학회) / SC(대한조선학회) / SD(한국해양공학회) / SE(한국해안·해양공학회) / SF(한국해양환경공학회)

09:0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구분 5월 15일(월) 5월 16일(화)

등

록

등

록

전

시

전

시

포

스

터

세

션

포

스

터

세

션

준비 / 학회별 행사

SA SB SC SD SE SF

SA SC SD SE SF

SA SC SD SE SF

SA SC SD SE SF
SA SB SC SD SE SF

만찬회

중 식

휴 식

중 식

학회별 폐회(18:00시 이전)

해양문화세미나(14:00~18:30)

협의회·바다포럼 공동 심포지엄 (주제 : 바다, 우리의 미래)

학회별 학술발표대회(6개학회, 650편)

해양수산 연구·인력 정책간담회

해양문화 세미나

전시회

1일차 : 2006년 5월 15일(월)

09:00-14:30 각학회별 Session 진행
12:30-14:00 해양수산 연구·인력 정책간담회
14:30-18:30 협의회·바다포럼 공동심포지엄 (주제: 바다, 우리의미래)

개회식
주제발표및토론회

18:30-20:00 만찬회

2일차 : 2006년 5월 16일(화)

09:00-18:00 각학회별 Session 진행및폐회
14:00-18:30 해양문화세미나 (주제: 인문학과해양과학기술의만남)

협의회·국회바다포럼 공동 심포지엄
(14:30~18:30)

주제 : 바다, 우리의 미래

해양수산 연구·인력 정책간담회
(12: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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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바다, 우리의미래

일 시 : 2006년 5월 15일(월) 14:30~20:00

장 소 : 부산BEXCO 컨벤션홀1층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국회바다포럼

후 원 : 해양수산부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한국선주협회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GS칼텍스

삼성건설등

제1부 개회식 (사회 : 강창구 협의회사무총장) 

14:30 개 회

14:30~14:32 국민의례

14:32~14:35 내빈소개

14:35~14:40 개회사 (이규형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회장)

14:40~14:44 환 사 (제종길국회바다포럼대표의원)

14:44~14:48 기념사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14:48~14:52 격려사 (이상배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14:52~15:00 축 사

제2부 주제발표 (사회 :  최중기인하대교수) 

15:00~15:20 한국인의해양도전정신과역사적발자취–100년전한국최초의남극탐험
소설을중심으로
(최 호 해군사관학교교수)

15:20~15:40 신이내린황금그물, 돌살(Stone-weir, 石箭)의문화적종다양성과전지구적분포
–북극권넷실릭, 밴쿠버과기우틀, 하와이언, 쿠로시오해류권일본의비교연구
(주강현 한국민속문화연구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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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어업인과어촌, 수산업의현실과미래
(이 호 국회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

16:00~16:30 Coffee Break 

16:30~16:50 지구환경변화와자연재해
(오임상 서울대학교교수)

16:50~17:10 조선해양산업의현재와미래
(박중흠 삼성중공업전무)

17:10~17:30 새로운성장동력–해양과학기술(MT)의현재와미래
(권문상 해양수산기술진흥원원장)

제3부 토론회 (사회 : 편종근 명지대 교수) 

17:30~18:10 지정토론

18:10~18:20 자유토론

18:20~18:30 결론및폐회

제4부 만찬회 (18:30~20:00) 

환 사

인사말

만찬사

건 배

식사/공연

윤도현밴드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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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연구 활성화 및 인력양성 정책간담회

일시 : 2006년5월15일(월) 12:30~14:00

장소 : 부산BEXCO 컨벤션홀2층APEC홀

취지 : 연구활성화및인재양성을위한방안모색
주최 : 국회바다포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진행 : 오찬겸간담회

국회바다포럼소속의원
해양수산부장관및담당국장
해양수산분야연구기관장·학회장·대학장
관련전문가

주 제 : 인문학과 해양과학기술의 만남

일 시 : 2006년 5월 16일 14:00~18:30

장 소 : 부산BEXCO 회의장(M302-1)

주 최 : 해양문화학회, 국회바다포럼

주 관 : 해양문화학회, 해양문화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후 원 :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개회식]  14:00~14:30

사회 : 정문수(한국해양문화학회총무이사, 한국해양대학교교수)

개회사 : 이철 (한국해양문화학회회장, 한국해양대학교교수)

환 사 : 김명주(국회바다포럼연구책임의원)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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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4:30~16:00

사회 : 최 호(해군사관학교교수)

제1주제 : 21세기해양환경개선을위한정책적·제도적대안

발표 : 구자상(전국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장)

토론 : 오 애(울산환경연합사무처장)

제2주제 : 수중문화유산의보호제도검토

발표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장)

토론 : 안재철(남도문화재연구원수중문화재조사부장)

제3주제 : 컨벤션연계해양관광모델의모색–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

발표 : 신 철(동서대교수)

토론 : 전재균(부경대교수)

Coffee Break 16:00~16:15

[제2세션]  16:15~17:45

사회 : 김태만(한국해양대학교교수)

제4주제 : 조선후기해양인식과표류인정책

발표 : 신명호(부경대교수)

토론 : 이 훈(국사편찬위원회연구사) 

제5주제 : 전래어법(漁法) “후리”와민속과학

발표 : 이기복(국립수산과학원큐레이터)

토론 : 이상고(부경대교수)

제6주제 : 항공모함건조는해양도시에무엇을가져다주었는가? 

–프랑스<클레망소> 항공모함과브레스트도시를중심으로–

발표 : 이학수(부산교대강사)

토론 : 정문수(한국해양대교수)

[종합토론]  17:45~18:30

좌장 : 이철 (한국해양대학교교수)

[만 찬]  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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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회명 발표장 장소

한국해양학회
C203, 204 C 2층

M201(1, 2) M 2층

한국수산학회 M301(3) M 3층

15일
대한조선학회

C206, 207, 208 C 2층

(월) M201(3), M202(1~5) M 2층

한국해양공학회 C104, 105, 109, 110 C 1층

한국해안·해양공학회 C201, C202, M302(1-2) C 2층, M 3층

한국해양환경공학회 M301(1~2) M 3층

한국해양학회
C203, 204 C 2층

M201(1, 2) M 2층

16일 대한조선학회
C206, 207, 208 C 2층

(화)
C101~103, C106~108 C 1층

한국해양공학회 C104, 105, 109, 110 C 1층

한국해안·해양공학회 C201, C202, APEC홀 C 2층

한국해양환경공학회 M301(1~2) M 3층

※C : 컨벤션홀,  M : 다목적홀

전시 부스 : 기본(3m×2m×10EA)

2006. 5. 15 ~ 16(09:00~18:00)–컨벤션홀 2층 Foyer(공동)

현장사무국 : 2006. 5. 14 ~ 16–다목적홀 3층 302룸

VIP Room : 2006. 5. 15–컨벤션홀 1층 VIP룸

Internet Café : 2006. 5. 15 ~ 16(09:00~20:00)–컨벤션홀 1층 로비

● Poster Session :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해양학회, 해안·해양공학회)
다목적실 3층 복도(수산학회)



12

3F

2F

1F

2F

3F

※실선은 고정식 칸막이 임,

컨벤션홀(C)

다목적홀(M)

비즈니스 센터,

하역관리실,

휴식공간,

스낵코너,

계단,

식당,

탕비실,

화물 엘리베이터,

화장실,

창고,

의무실,

커피숍,

귀빈실,

종합방재센터,

상점,

화물출입구,

안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장,

편의점,

사무실,

출입구,

컴퓨터몰/상설전시장,

주최자 사무실,

전시화물 하역장,

체력단력실,

휘트니스,

301-1
301-2

301-3

302-3
302-4

302-2
302-1

201-1
201-2

201-3

202-1
202-2

202-3
202-4

202-5

301-1
301-2

301-3

302-3
302-4

302-2
302-1

201-1
201-2

201-3

202-1
202-2

202-3
202-4

202-5

Grand Ballroom

201
202

203
204

106
107

108
109

110

101
102

103
104

105

무대,

Grand Ballroom

201
202

203
204

206206
207207

208208

106
107

108
109

110

101
102

103
104

105

무대,

3F

2F

1F

※실선은 고정식 칸막이 임,

Grand Ballroom

201
202

203
204

106
107

108
109

110

101
102

103
104

105

무대,

301-1
301-2

301-3

302-3
302-4

302-2
302-1

201-1
201-2

201-3

202-1
202-2

202-3
202-4

202-5

Grand Ballroom

201
202

203
204

106
107

108
109

110

101
102

103
104

105

무대,

206206
207207

208208

2F

3F

Grand Ballroom

201
202

203
204

106
107

108
109

110

101
102

103
104

105

무대,

301-1
301-2

301-3

302-3
302-4

302-2
302-1

201-1
201-2

201-3

202-1
202-2

202-3
202-4

202-5

301-1
301-2

301-3

302-3
302-4

302-2
302-1

201-1
201-2

201-3

202-1
202-2

202-3
202-4

202-5

206
207

208

컨벤션홀(C) 다목적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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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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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바다, 우리의 미래
일시 : 2006년 5월 15일(월) 14:30~20:00

장소 : 부산 BEXCO 컨벤션홀 1층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국회바다포럼

후원 : 해양수산부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GS칼텍스
삼성건설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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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국회바다포럼 공동심포지엄 세부일정●●●

제1부 개회식 사회 : 강창구 협의회사무총장

14:30 개 회

14:30~14:32 국민의례

14:32~14:35 내빈소개

14:35~14:40 개 회 사 (이규형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회장)

14:40~14:44 환 사 (제종길 국회바다포럼대표의원)

14:44~14:48 기 념 사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14:48~14:52 격 려 사 (이상배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14:52~15:00 축 사

제2부 주제발표 사회 :  최중기인하대교수

15:00~15:20 한국인의해양도전정신과역사적발자취–100년전한국최초의남극탐험소설을중심으로

(최 호 해군사관학교교수)

15:20~15:40 신이내린황금그물, 돌살(Stone-weir, 石箭)의문화적종다양성과전지구적분포

–북극권넷실릭, 밴쿠버과기우틀, 하와이언, 쿠로시오해류권일본의비교연구

(주강현 한국민속문화연구소이사장)

15:40~16:00 어업인과어촌, 수산업의현실과미래 (이 호 국회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

16:00~16:30 Coffee Break 

16:30~16:50 지구환경변화와자연재해 (오임상 서울대학교교수)

16:50~17:10 조선해양산업의현재와미래 (박중흠 삼성중공업전무)

17:10~17:30 새로운성장동력–해양과학기술(MT)의현재와미래 (권문상 해양수산기술진흥원원장)

제3부 토론회 사회 : 편종근명지대교수

17:30~18:10 지정토론

18:10~18:20 자유토론

18:20~18:30 결론및폐회

제4부 만찬회

18:30~20:00 환 사

인사말

만찬사

건 배

식사/공연

윤도현밴드축하공연

5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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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해양 도전정신과 역사적 발자취
- 100년 전 한국 최초의 남극탐험 소설을 중심으로 -

최 영 호

해군사 학교 인문학과 교수

I. 머리말

바다를 우리 에 보이는 것 이상의 좀 더 포 으로 이해하고 이를 작품의 심주제로 다룬 

문학을‘해양문학’이라 한다면, 해양문학의 개념 정의는 언제나 개방 일 수밖에 없다. 이는 해양
문학의 본질과 그 진정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그 로 존 된다. 따라서 해양문학을 말할 때 
작가가 바다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요한 것은 그가 어떤 작품을 썼느냐 하는 

것이며, 해당 작품에 등장하는 바다가 물질  실체로만 국한하지 아니 하고 작품의 바다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삶이 도 체 어떠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소망스럽다. 우리가 문학
을 통해 만나는 부분의 바다가 에 보이면서도 가시 인 역을 훨씬 월해 존재하는 이유

는 여기에 있다. 
문학은 인간의 삶 체에 한 통찰을 시하며, 해양문학 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
서 해양문학을 바다의 있고 없음이란 답답한 체험주의로 가두고, 작품의 주요 내용을 드러난 그
로의 것으로 제한한다면, 우리의 해양문학은 평면 이고 일차원  차원에 그쳐 밝은 망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해, 해양문학을 문학의 구체  보편성을 구 하는  하나의 형

태로 보고, 바다 자체를 인간의 삶을 배제하지 않는 열린 자세로 보면서 작품에 재 된 바다를 

주목한다면, 그간 한국문학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던 우리의 해양문학 작품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읽을 수 있다. 그 하나로 지 으로부터 거의 100년  바닷사람의 삶, 원양기술, 남극탐
험과 남극 륙 최  발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상춘(李常春)의『서해풍 (西海風波)』를 들 수 있
다. 1914년 2월 17일 서울 유일서 을 통해 간행된 이 작품은 한국문학사상 최 로 창작‘해양’신
소설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은 이 작품이 우리나라 최 로 남극 탐험과 륙 발견을 소재

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남극으로 진출한 첫 시기는 1978년 남빙양 조업을 그 기 으로 잡는다. 보다 본격
인 남극탐험과 연구는 그로부터 7년 뒤인 1985년 이후 다. 그러나 2006년 지 까지 발표된 

남극 련 작품들의 수도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1)는 사실을 감안하면 남극을 문학의 세계로 끌어

들인 이상춘의 작품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 사실 우리 문학에는 남극을 다룬 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 가장 최근의 표작으로는 바로 작년 <문화일보> 신춘

문 에 당선한 주정미의 단편소설「곤드와나」(2004)가 있다. 고독과 망에 사로잡힌 인간을 흥미진진하게 다

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작품은 작품의 요한 배경을 남극기지로 삼고 있다. 남극을 직  체험한 작가의 작품으

로는 한국해양연구원 남기수 박사의 『남극일기』(1998)가 있다. 이 작품은 1993년 11월부터 1년간 남극 세종기

지 월동 장을 지내면서 쓴 수필로, 여기서의 남극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들 바로 곁에 엄존하는 ‘삶의 

여백’으로 그려진다. 남 박사에게 ‘돌과 바람과 얼음의 나라’인 남극은 인간의 결핍된 정신의 한 부분, 상실된 고

향의 어느 구석, 신비로운 감을 주는 매혹 인 자극제로서, 미처 몸이 가 닿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장은 ‘비어 

있되’ 앞으로는 ‘꽉 찰 수 있는 공간’으로 무한정 열려진 삶으로 경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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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이 작품의 창작 시기만 도 증명된다. 아문센이 남극 을 정복한 것은 1911년 12월 
14일인데, 작가 이상춘은 그보다 3년 뒤인 1914년에 이 작품을 발표하 다. 그런데 이상춘은 탐
험가나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어학자이자 소설가 다. 
여기에 덧붙여, 이상춘의『서해풍 』가 발표되던 그 시기  성격까지 감안하면 그 의의는 훨

씬 배가될 듯하다. 이 작품이 발표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해양에 한 과학  호기심을 

가질 수 없었다. 아니, 설령 그런 인식과 심이 있었어도 이를 남극 탐험으로까지 연장시켜 실
행할 형편은 되지 못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는 일제 강 기 아래 다. 다시 말해, 우리말을 
빼앗기고 정신까지 강탈당하고 일상 인 작은 꿈조차 꿀 수 없던 시기 다. 역설 이지만, 이런 
비극 인 실은 오히려 먼 바다로의 도 과 획기 인 남극 탐험을 그린 이 작품의 의의를 칭송

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무기력하고 패배 인 삶을 살아가던 식민지인들

에게 이상춘의 작품은 민족의 자존심을 고취시키고 진취 인 기상을 고양시켰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00년  우리나라 최 로 원양항해와 남극탐험을 다룬 이상춘의『서해풍 』를 

심으로 논의하면서 과거 우리의 해양과학기술에 한 문학  심과 인식, 도 정신과 그 역사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데 있다. 물론 이런 시도가 문학의 장에서 논의되는 터라 과학계보다 구
체 인 실감이 덜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실천의 첫 단계가 인식과 심이고, 한 문학이 인

간의 총체 인 사유 활동인 한에서 그것은 한 사회의 지식, 지성, 문화의 배치구조와 결코 분리
될 수 없다는 을 고려하면, 이는 해양을 통해 희망을 모색한 우리의 다양한 지  궤 을 엿보

는 기회일 것이다. 

II. 남극탐험사와 한국의 현 위치

1. 세계 남극탐험의 역사

세계 역사상 남극 탐험은 남극이 최 로 발견된 1819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
로 행해진 지 까지의 크고 작은 시도는 무려 300회를 웃돈다. 그런데 1895년을 실제 인 탐험 

시기로 꼽는 데는 몇몇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남극 륙에 첫 상륙한 것이 1895년 1월이고, 국제
지리학회가 남극 탐험을 목표로 제안한 것도 같은 해 7월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부터 세계의 
남극탐험사는 한마디로 말해‘ 웅시 (The age of heroes)'로 어들었다. 
물론 1895년 이 에도 그 시도가 아주 없진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남극을 일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남극을 지켜보는 정도 고, 해안에 직  상륙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간혹 상륙
도 시도했지만 남극 륙 깊숙이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 국, 랑스, 러시아도 탐험 를 구성해 동참한 이 있다. 그런데 남극 탐험 역사상 명
성을 드높인 사람은 1895년 벨기에 해군장교 아드리엔 드 겔라쉬(Adrien de Gerlache) 다. 당시 
겔라쉬가 이끄는 남극 탐험 는 1898년 3월 남극 벨링스하우젠 해에 도착했지만 얼음에 갇  서

쪽으로 표류하고 말았다. 그 후 13개월 만에 겨우 얼음에서 풀려난 탐험 가 도착한 곳은 남극반

도 서쪽 해안이었다. 그러나 겔라쉬는 사  에  당코와 선원 칼 윙 를 질병과 사고로 잃자 더 

이상의 진을 포기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다. 바로 이 탐험 에 노르웨이 

출신 아문센(Roald Amundsen)이 무보수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훗날 아문센은 이때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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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로 남극  정복에 성공하는 극  아이러니를 낳았다. 
사실, 남극  탐험이 부상된 것은 남극 과는 정반 인 북극  탐험의 성공 때문이었다. 

1909년 피어리가 북극  정복에 성공하자 남극 은 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탐험지로 각

받았다. 마침 1901년부터 1904까지 남극을 탐험한 유경험자 던 국의 해군장교 스콧(Robert 
Falcon Scott)이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는 두 번째로 남극  탐험을 자청했는데, 보란 듯이 나
선 스콧의 행동에는 공명심이 섞여 있었다. 
그와 동시에 이 경쟁에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도 뛰어들었다. 남극  정복을 두고 1911년과 

1912년에 펼쳐진 스콧과 아문센의 경쟁은 당시 각국의 명운이 걸린 세계 인 화제꺼리가 아닐 

수 없었다. 
스콧은 1868년 국에서 태어났다. 장남은 무조건 해군의 길을 가야 한다는 가문의 통에 따
라 사 이 되기 해 해군학교에 입학한 스콧은 국 해군의 맹목 인 복종 체계와 경직된 계

질서에 응하며 통 인 해군장교가 되었다. 그러나 국 해군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
지 못한 스콧은 승진이 막  난 에 부딪힌다. 게다가 폭 인 후견인이던 아버지까지 사망하

자 가장으로서 그는 가족을 돌 야 할 처지에 놓인다. 스콧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하나의 타개책으로 남극  탐험에 도 한다. 
스콧은 평소 엄격한 규율을 수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최고의 규범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는 살을 에는 추운 날씨에도 규율을 강조했고 탐험  원들에게 갑  청소를 명령하는 등 철

한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오로지 남극  정복만 염두에 둔 강행군을 실시했다. 하지만 스콧은 
탐험 원들의 상태를 제 로 살피지 않았고, 과 추 , 개나 스키 조작법에 한 경험도 부족했
다. 강행군에 비한 물자 조달 방법조차 불충분했다. 스콧은 개 신 말과 기 설상차를 이용
했으나 그것만으로 부족하자 사람이 직  나서서 짐을 끌도록 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남극 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문센은 달랐다. 아문센은 1872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스 이트

와 스키를 즐겨 타며 항해와 모험을 꿈꾸었다. 불과 10  나이 음에도 극지방 탐사를 희망했고, 
자신의 평생 목표를 북극  정복에 두었다. 10  후반에는 친구들과 산악지 를 강행군했고, 20
에는 고원을 하 40도 날씨에 횡단하는 일주간의 스키여행까지 마쳤다. 한 어서부터 북

쪽의 빙해와 아 리카 연안을 항해했으며, 탐험과 련된 책이면 있는 족족 찾아 읽었다. 그 과
정에서 이문센은 부분의 탐험 장들이 극지방 탐험에 실패한 치명 인 실수를 찾아낸다. 그것
은 극한 상황에서는 2명의 지도자가 필요 없고, 무엇보다 탐험 장은 사태를 총체 으로 보고 

다룰  아는 선장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 후 노력 끝에 항해사 자격증을 획득한 아문센은 고원지 에서 극지방 체험을 쌓기 해, 앞
서 언 한 벨기에 남극탐험 에 동참해서 남극에서의 겨울나기를 감행한다. 아문센의 본래 목표
는 북극  정복이었다. 하지만 1909년 피어리가 북극  탐험을 성공했다는 사실이 공표되자 그

의 심 방향은 180도로 바 어 남극  정복에 나선다. 그 결과, 그는 1911년 12월 15일에 세계 
최 로 남극 을 밟는다. 국의 스콧 역시 천신만고 끝에 남극 에 도착한다. 스콧은 아문센보
다 34일 늦은 1912년 1월 17일에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는 남극탐험에 임하는 두 사람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아문센은 어려서부터 극지 
탐험을 꿈꾸며 일상 인 삶을 그 꿈과 일치하도록 비한 데 반해 오로지 남극  성공 자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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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몰했다. 반면, 국 해군에서 정 로 승진했다면 남극탐험을 지원하지 않았을지 모를 스콧은 

불철 한 비로 아문센보다 남극  도달에는 늦었지만 남극에 한 과학  연구를 진 시켰다. 
이것은 자신의 실수와 경험 부족을 기록으로 남긴 스콧의 과학  지식과 탐험 결과 덕분이었다.
스콧과 아문센의 남극  정복 경쟁이 갖는 역사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열정이 명분보다 
더 소 하고, 애정이 의무감보다 더 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극탐험은 단순한 탐험이
라기보다 당시  유럽을 풍미하던 민족주의에 한 열정을 고조시키는 계기 다. 즉,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과 인류 탐험 역사상 ‘최 ’에 한 열망은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 주
인공 한 국과 노르웨이  국민이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11년 11월 29일 육군  시라세(Nobu Shirase)를 주축으로 한 남극탐험 를 

발족시켰고, 1912년 1월에 로스 빙붕에 상륙한 후 257km까지 남극 륙을 탐험했다. 비록 남극
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일본의 시라세 탐험 가 남극 륙 자체를 밟은 것은 아문센보다 한 달

여 뒤 다. 말하자면, 아문센이 남극 을 정복하던 바로 그 순간, 일본 시라세 원은 베이스캠
에 남아있던 아문센 원들과 후방에서 만났던 것이다. 
이 게 볼 때, 세계 역사상 남극 을 가장 먼  도착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아문센이고, 그 다
음이 남극을 두 번이나 탐험한 사람인 국의 스콧 다. 스콧이 남극  도달에 성공한 것은 그의 

두 번째 시도 다. 그러나 이들보다 늦게 남극에 도착한 은 일본의 시라세 탐험 다. 
여기에 덧붙여 남극  도달 자체에 그치지 않고 남극 륙을 횡단한 두 여성을 들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탐험가이자 직 교사 다. 미국 미네소타 출신앤 밴크로 트(Ann Bancroft)와 노르
웨이의 리  아르네센(Liv Arnesen)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2001년 11월 13일부터 97일간 남
극의 퀸모드랜드 블루 원 기지부터 지긴 빙하-남극 -새클턴 빙하-로스 빙붕-맥머도 만에 이르는 
3700km의 얼음사막을 세계 최 로 횡단한 여성들이었다. 

2. 한국의 남극 진출과 자각

그 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가 남극으로 처음 진출한 것은 1978년 남빙양 조
업 때 다. 수산청이 출어 경비의 반을 부담하고 남빙양의 크릴을 시험 으로 조업하기 시작

한 것이 그 계기 다. 당시 남북수산은 이 계획에 따라 남빙양으로 진출하여 1978년 말부터 
1979년 까지 남극 엔더비랜드와 월크스랜드 근해에서 크릴을 잡았다. 어획량은 고작 511톤에 
그쳤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최 로 남빙양으로 진출했

다는 증거 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격 인 남극탐험과 연구는 그로부터 7년 뒤인 1985년부터 시
작되었다. 
필자는 지난 해 늦가을 1985년 11월 한국남극 측탐험 의 일원으로 한국 최 로 남극 킹 조

지 섬에 첫발을 내디딘 장순근 박사를 만날 수 있었다. 장 박사는 그때의 감회와 함께 우리나라 
남극연구사의 이면을 들려주었다.

필  자 : 처음 남극 킹 조지 섬에 가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장순근 : 그때가 1985년 11월이었죠. 처음 남극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과연 내가 

남극에 온 것인가 아닌가를 착각할 정도 다니까요. 우리나라 단독으로 두 을 구성
해 남극을 찾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하나가 우리 이었고, 다른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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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소년단연맹으로부터 받은 문산악인들로 구성된 이었지요. 그 은 세계
에서 6번째로 남극 최고 인 빈슨 매시 (Vinson Massif, 4,897m) 등정에 성공했어요. 

필  자 : 장 박사님 은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장순근 : 우리 은 킹 조지 섬에 3주간 머물며 앞으로의 남극 기지 건설을 해 미리 자리 잡

은 외국기지 건설 상태와 운  실태, 자연환경에 한 각종 자료를 수집했어요. 
필  자 : 그 다면 1988년 2월 17일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 의 ‘남극세종과학기지’는 장 박사님 

이 했던 남극 기본 조사와 자료가 뒷받침된 셈이군요.
장순근 : 그 죠. 그런데 말이 났으니 말입니다만, 남극연구사에는 아주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

요.
필  자 : 그게 뭡니까? 
장순근 : 아까 내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을 구성해 남극에 간 것은 우리가 최 다고 했지

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 로 남극을 찾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미국에서 박
사 학 를 끝내고 수산 학교 교수와 학원장을 역임한 후 한국해양연구원 신인 해

양개발연구소 소장을 거쳐 동의 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이병돈 박사입니다. 지 은 고

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1960년 에 남극을 최 로 다녀오셨어요. 나는 생 에 그분을 

한 번 만나 뵌 이 있어요. 그게 1985년이었지요, 아마. 내가 남극을 다녀온 바로 그
해 으니까요. 

필  자 : 그런데 이병돈 박사님은 어떻게 남극을 가신 거지요? 
장순근 : 우리나라 표로 가거나 혼자서 간 것은 아니고, 미국 유학 시 에 미국남극연구단의 

일원으로 남극의 아르헨티나 남극기지를 다녀오셨다고 요. 자신의 박사 학  논문 

자료 수집을 해 남극을 밟은 것이지요. 그 기지 이름이 그쪽 말로는 에스페란차
(Esperanza)인데, 해석하면 ‘희망’기지가 되나요? 

필  자 : 스페인계통의 말과 랑스계통의 말이 비슷비슷해요. 랑스 말인 ‘에스푸와르(espoir)’
도 ‘희망’을 뜻합니다.

장순근 : 그 군요. 그러니까, 이병돈 박사가 한국인으로는 최 로 남극, 그것도 남극 륙을 직

 밟은 사람이지요. 당시 이병돈 박사는 지 의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곳에서 서쪽으

로 흐르는 랜스필드 해  건 편 남극반도의 끝에 상륙했어요.
필  자 : 는 국문학 연구자입니다. 혹시 남극 련 자료 에서 우리나라 문인들이 남긴 것을 

보신 은 없습니까?
장순근 : 1985년 1월인가, 당시 외무부 오윤경 과장이 있었어요. 그 분이 미국이 주 하는 남극

회의에 참가했다가 잠시 짬을 내어 비행기로 남극 을 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역
시 아직 그 자료를 직  보지 못했는데, 외무부에서 견되었으니 보고서도 작성했을 
게 분명하고 찾아보면 없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 보고서는 문학 쪽의 과는 거리가 
멀겠지요. 탐험방법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나 에 주 뉴질랜드 사를 지낸 오윤경 

씨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제일 먼  남극 에 갔던 사람 아닐까요? 
- 장순근 박사와의 담(2005.10. 28) 에서

한국해양소년단의 한국남극 측탐험이 끝난 바로 다음 해, 우리나라는 세계 33번째로 남극조
약에 가입하고, 앞서 탐험 가 획득한 자료를 토 로 남극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1987년 
12월, 건물과 시설물의 설계는 엔지니어링이 맡았고, 건설선 HHI-1200호는 자재와 건설 장
비를 울산항에서 킹 조지 섬으로 실어 날랐다. 그러나 실제 작업이 시작된 것은 남극의 혹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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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 여름을 기해 기공식을 가졌던 1987년 12월 16일부터 다. 최 한 그 여름기간을 이용해 

강행한 결과, 1988년 2월 17일 한국 역사상 최 로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완공한다. 그때 이후 
지 까지 우리는 해마다 연구 분야와 연구 지역을 확장하고 있고, 고층 기, 우주연구, 빙하연
구, 자원개발 등의 임무를 맡은 북극연구와 더불어 지속 인 남극연구를 범국가  차원에서 추

진 이다.
물론 우리나라 남극 진출의 역사를 되짚을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극  정복일 것이다. 

1994년 1월 11일 산악인 허 호 일행은 한국일보 창간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
국 남극  정복사업’의 남극  정복 로 참여해 남극 을 정복한 바 있다. 서남극 페이트리엇 힐
스에 베이스캠 를 설치하고 1993년 11월 28일에 기지를 떠나 44일만에 남극 을 정복한 허

호 씨 일행을 장순근 박사는 ‘ 인’에 비유했다. 

한국 남극  정복 는 간에 물자를 공 받지 않고 개썰매나 설상차를 쓰지 않았다는 과, 
44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1400킬로미터를 달려 남극 에 도달했다는 에서 기록을 세웠다. 
부분의 남극 탐험이 그 해에 물자를 갖다놓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비도 없이 44일만
에 남극 에 도달했다는 것은 단한 일이다. 그 해에 같은 경로로 남극 까지 간 일본 남극

 정복 가 67일이나 걸렸던 것에 견주면 그들은 거의 ‘ 인’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
- 장순근, 『남극탐험의 꿈』 에서

허 호 일행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세 번째로 남극 에 간 사람들이었다. 남극 을 최 로 밟

은 사람은 앞서 말한 1985년 오윤경  뉴질랜드 사 는데, 미국측의 주선에 따른 것이었다. 
그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소 소장이었던 박병권 박사 다. 이것 역시 미국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 시기는 1992년 12월이었다. 최근에는 2003년 11월 30일에 웨들 해 해안에서 출
발한 등산가 박 석을 들 수 있다. 그는 2004년 1월 13일에 남극 을 밟는 데 성공했다. 
그 외 한국 여성들 가운데는 1991년 12월 28일 최 로 남극 하계연구원으로 간 한국해양연구

원 안인  박사를 꼽을 수 있고, 한국 최 로 남극 을 밟은 여성으로는 1993년 12월부터 1994
년 1월까지 앞서 허 호 일행을 지원한 정길순을 들 수 있다. 한, 남극에서 처음으로 겨울을 
지낸 여성의사 이명주도 빼놓을 수 없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남극연구사에는 잊 지지 않는, 맑고도 아  역사가 있다. 고(故) 재규 

연구원의 경우가 그러하다. 2003년 12월 7일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조난당한 동료 과학자들을 
구하러 나섰던 숨진 그는 혼을 남극의 별자리에 묻고 말았다. 마침 100년  한국 최 로 남극 

탐험을 작품화한 이상춘의 『서해풍 』를 발굴·번역한 필자는 일제 강 기 아래서 혼자서 조사·
발굴·풀이한 조선어 9만여 어휘를 『조선어사 』편찬을 해 조선어사 편찬회에 아무런 가

없이 내놓은 작가 이상춘 선생의 뜻을 받들어 이 책을 재규 연구원의 에 바친 바 있다.

III. 작가 이상춘과 『서해풍파』

1. 작가 이상춘의 삶과 문학

이상춘은 원래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조선어 담임교사 다. 조선어 문법에 심을 갖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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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사 생활 틈틈이 조선어 어휘를 수집 · 풀이하는 작업을 병행하 다. 놀랍게도 그는 혼자
서 9만여 어휘를 수집·정리한 후 조선어사 편찬회에 아무런 가 없이 모두 넘겨주었다. 언어에 
깃든 사회 공동체 의식을 시했던 그는 사  역시 개인의 작물이기에 앞서 민족 공동체의 유

산으로 간주하 다. 인간의 행동이 문명의 한 표 이라면 언어는 그 나라 문화의 집약체로 본 것

이다. 한, 언어는 세계의 문화를 실어 나르는 통로이며, 언어를 모아 놓은 사 을 그 하나 민족 

문화를 총 하는 문화  보고로 여겼다. 

언어는 의 공유(共有)이다. 의 공유일새 은 함께 힘쓰고, 함께 바루잡을 의무와 책
임이 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운동선상에 올라서야 하겠다. 물론 학자의 보고를 읽어야 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겠다. 그러나 학자에게만 맡기어두고 손 꽂고 앉아서는 아니 된다. 힘써 
배우고 힘써 익히며, 내 일은 내가 한다는 정신으로 열고 헤치고 나아가야 하겠다.

- 이상춘, ‘한 의 통일을 목표로’ <조선일보>(1927. 10. 24) 에서 

1929년 11월 15일자 <동아일보>도 “개인의 단독수집으로 완성된 구만 여 어휘, 송고 이상춘 
씨의 심  결정, 한 사 에 석”이라는 제목의 특별 기사를 통해 이상춘의 높은 학문  업

을 알렸다. 
국어학자이면서 작가 던 이상춘은 많은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 1914년 발표한『서해풍 』

보다 1년 앞서 같은 유일서 에서 『박연폭포(朴淵瀑 )』(1913. 2. 7)를 출간했고, <매일신보>
에는 상소설(懸賞 說)로 단편 ｢정(情)｣(1913. 2. 8-9)을 이틀간 분재하 다. 한, ｢기로｣, ｢백
운｣, ｢두 벗｣ 등 3편의 단편소설도 1910년 에 함께 창작하 다.
본의 아니게 도 의 괴수 노릇을 하던 주인공이 동경에서 기독교 신학 연구를 하고, 다른 한 
주인공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한다는 내용을 다룬 『박연폭포(朴淵
瀑 )』가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주제로 한 일종의 종교소설이라면, 단편 ｢정(情)｣은 의지할 곳 
없는 남매가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야기로, 상해 등지를 떠돌다 다
시 만난 남매의 물겨운 장면을 그린 것이다. 어려서 생이별을 한 부친을 만나는 감격까지 소개
한 이 작품에서 작가 이상춘의 깊은 인간애를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채호, 량건식과 함께 발표한 단편 3편은 신문명을 동경하는 신세  은이들의 진취

인 기상을 그린 것이다. 그  ｢기로｣는 공부에 뜻을 두고 서울로 상경했으나 학비 부족으로 상

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낙향 후 가산을 탕진한 채 자살을 시도하는 형에게 동생이 나서서 낡은 

사고를 버리고 자기 각성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서도 작가는 지식과 문명을 습득한다면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 를 건설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백운｣은 지식 청년을 내세워 가정에 잔존하는 건  습 을 신시키는 등 신·구간의 갈등과 
박한 신문명의 수용과 실천  삶의 필요성을 제기한 작품이다. 소설은 아버지가 강요하는 구
습 결혼과 자식이 바라는 자유연애결혼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두 벗｣은 독서의 요성을 모르지 않는 한 주인공이 무 가난하여 책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을 달과 함께 그려냈다. 
이상의 언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상춘의 작품은 부분 주인공이 처한 환경과 시  암울

함의 근원이나 그 모순성에 해서는 집착하지 않는다. 게다가 실제 인 실을 낱낱이 그리지

도 않는다. 그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일단 수용하는 낙 인 자세로 일 한 그는 작품 속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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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런 실에 머물러 있기보다 그것을 발 으로 새로운 길 찾기에 나서는 데 주목하 다. 비
극 인 상황과 시  참혹함의 원인 규명을 하지 않는 작품이란 문학  한계는 있지만, 이상춘
의 작품에서 우리가 되짚어 야 할 것은 등장인물의 형이나 그 유형이 아닌 각각의 인물들이 

열악한 실에 주 앉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럴 때 그들의 신념은 무엇이고, 그들이 
지향하는 실  목표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좀 더 실 일 것 같다. 

2. 신소설『서해풍파』와 식민지 현실 

이상춘의 『서해풍 』는 1914년 일제강 기 아래서 창작되었다. 평생을 국어학자로 살며 교
육계에 몸담았던 터라, 그의 창작활동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일제로부터 나랏말을 지키는 일과 
말 속에 깃든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 서로 첩되어 있다. 

그들은 1929년 이래 『조선어사 』편찬에 착수하 다. 그리고 1933년부터‘한 맞춤법통일안’
을 만들고 완성하여 민족어문의 기 를 확립하 다. 즉 국어의 기 를 완성하여 8·15를 맞자마자 
공용어를 한 로 쓰게 했고, 각  학교에서 한 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터 을 닦았다. 동
남아시아 각국이 독립한 뒤에도 국어를 찾지 못하고 정복국가의 문자를 쓱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한 의 보 으로 민족을 보 했고, 한 의 보 으로 민족의 역량을 성장시켰다는 에서 독립운

동의 큰 몫을 담당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때문에『조선어사 』발간에 임박한 1942년 10월에 
일제는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켰던 것이다. 

- 조동걸, <일제말기의 독립운동과 해방 후의 착란> 에서

사실, 정치단체는 아니었지만 조선어학회는 어느 정치단체보다 독립운동사  공 을 인정받아

야 할 단체 다. 그것은 일제가 내선일체의 구호를 앞세우고 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하고 있던 종
기에 민족의 생명인 민족의 어문, 즉 한 을 보 ·발 시키는 데 한 성과를 올렸다. 이런 
지 은 조선어연구에 헌신한 이상춘의 정신세계를 넘어 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도 유익

할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910년 8월 22일 을사조약부터 1914년『서해풍 』가 발표되던 때까지 

있었던 주요 역사  사건과 교육 련 부분을 살펴 보기로 하자. 
1910년 8월 29일은 1주일 에 강제 체결된 을사조약이 세상에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한제
국은 조선으로 개칭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 그러자 한 달 뒤인 9월 을사조약 강제 체결과 
일제 강 에 민족  굴욕감을 참지 못한 황  선생이 명시를 남기고 자결한다. 반면, 조선총독
부는 임시 토지조사국 제를 공포한다. 12월로 어들자 교육계에서는 조선 문회가 조직되어 

고  정리와 간행 작업에 들어간다. 
1911년 1월부터 일제는 황해도 일 의 민족주의자 총검거에 나서고, 일제측이 조작하고 명
을 운 신민회 사건과 105인 사건이 잇달아 터진다. 8월 23일을 기해 일제 노 화 교육과 일본

어 보 을 목 으로 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고, 석 달 뒤 11월부터는 일본 총독부가 직  나서서 

각  학교의 교과서 편찬 작업을 감행한다. 
1912년 3월 과세지(課稅地) 견취도(見取圖)를 군 · 부 · 면에 배치한 후 토지소유권의 소재를 
철 히 조사하여 1913년에 이를 완성한다. 일제는 8월 13일을 시작으로 토지조사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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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포하고 본격 인 토지조사사업에 들어간다. 그러자 고종의 명을 받은 임병찬이 12월에 
라도 지방에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1914년에 한독립의군부 편제를 완비한다. 
1913년 4월 조선총독부는 독일, 미국, 국, 러시아, 이태리가 사와 각국 거류지 철폐에 한 
의정서에 조인한다. 이때 만해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을 발간한다. 5월에는 도산 안창호가 
주도하는 흥사단이 샌 란시스코에서 조직되고, 국 천성의회는 한인에 한 토지매매 지안

을 가결시킨다. 같은 해 9월 임병찬 등 독립의군부 간부진이 일본 총리 신 앞으로 국군반환요구

서를 보내고 이를 성토하는 격문이 국에 배포된다. 12월 무렵에는 호남 창의 장 이석용이 임

실에서 체포되고, 채기  등 15명은 경북 풍기에서 비 결사 한 복단을 조직한 후 친일 매국

노 암살 활동을 편다. 뒷날 이 단체는 박상진에 의해 1915년 한 복단에서 복회로 개칭되다

가 1916년 노백린 등이 참여함으로써 복단으로 그 조직을 넓힌다. 
그 다면 이상춘의 『서해풍 』가 발표되던 1914년 그해는 어떠했을까? 1914년 1월 호남선
이 개통되고, 3월에는 317군, 4,351면이던 지방행정 구역이 12부, 218군 2,517면으로 개편된다. 
4월 2일을 기 으로 동경유학생회는『학지 』을 창간하는데, 이 잡지는 1930년까지 계속 발간
된다. 8월이 되자 독 선 포고로 서울의 독일총 사 과 인천의 세창양행을 폐지하고, 9월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요구로 블라디보스톡에 살던 한인들이 국외로 추방당한다. 그러나 9월 들어 국
어학자이자 작가 던 이상춘에게 날아든 가장 큰 비보는 자신의 직 인 스승이자 한 학자인 

주시경 선생의 사망이었다.

3. 『서해풍파』의 작품 세계 

이상춘의 『서해풍 』는 작품 분량 총 113쪽, 200자 원고지로 따져 360매 분량의 장편이다. 
미리 거칠게 말하면, 우리 역사상 최 로 남극에 한 심을 표명하고 ‘원양항해’를 소재로 했
다는 에서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 의 창작 해양 신소설로 평가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 비
록 암울한 시  분 기 속에서 어졌지만, 이 작품은 그의 다른 작품에 비교해 종교성을 탈피
하고 비극 인 재회의 기쁨을 뛰어 넘어 새로운 목표에 도 하는 진취 인 기상이 주를 이룬다. 
작품의 주인공들이 낡은 건  사고를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며, 언제 어디서든 배움에 한 진
지한 욕구를 유감없이 펼쳐보인 수작이다. 찬찬히 작품의 맥락을 따라가며 작품의 의미를 새겨
보자. 
『서해풍 』의 주인공은 이해운과 이해동 형제다. 이들 형제는 로 해지는 어부 집안 자

손으로 자란다. 그러나 이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잇달아 빠져 죽자 동네사람들은 바다를 몹
시 두려워하고 어부라는 직업도 천시한다. 하지만 이런 부정 인 편견과 달리, 바닷일을 물림
하며 사는 형제는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을 소 히 하고 남다른 자 심까지 느끼며 살아간다. 그
 형 해운이의 직업 이 동생 해동이의 그것보다 좀 더 투철하다. 
해운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잇달아 빠져 죽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동네사람들을 오히려 더 

걱정한다. 그는 바다를 떠나기는커녕 배를 타고 서해바다로 나가는 것을 평생소원으로 삼는다. 
한마디로 말해, 바다를 육지처럼 알고 사는 우직한 사람인 것이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어부로 살다가 바다에서 참혹하게 죽은 터라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개천물만 도 소름이 쫙쫙 끼쳐서 그날 당장 동네를 떠나 물이 없는 산마을로 이사라도 갔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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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그러지 않았다. 제 버릇 개 못 다고 그가 배운 것이라곤 고기잡이뿐이었다. 그 지만 그

는 구걸하며 살고 싶지 않았고, 불효막심하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참혹하게 죽은 것을 잊을 사람
도 아니었고, 부모형제의 원수를 갚으려고 서해바다 물고기란 물고기를 모두 잡으려는 사람도 아
니었다.
이해운의 사람 됨됨이는 쇳덩어리처럼 겁이 없고 담 하며 악하고 용감하 다. 무엇이든 무

서울 게 없었고, 무슨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 없었다. 게다가 평생 소원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는 것이었다.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뱃사람을 뱃놈, 갯벌을 일구는 사람을 갯것, 소 을 굽는 사람을 소 쟁이로 천시하는 풍토, 더
욱이 바다를 끼고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까지 자신들의 삶터인 바다를 무시하지만 뱃사람으로서

의 이해운의 직업 은 조 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다와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터라 그의 삶은 
시간  질서보다 물결과 부딪히며 생긴 갖가지 동  질서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평바다, 서해바다’에서 비바람 맞으며 고기잡이로 벌었던 해운이의 돈은 목숨을 담보로 건
진 돈이었다. 생사를 넘나들며 벌었던 돈으로 어장을 장만했던지라 그의 삶은 “ 의정 부럽지 않

았다.” 
비록 사회 으로는 하층민에 속했을지라도 해운이는 더 넓은 세계로의 진출을 꿈꾸었다. 그러
나 동네사람들은 서해 바다 밖으로 나가려는 해운이를 냉소 으로 한다. 

- 그 바다는 끝이 없다느니. 
- 그 바다 밖은 하늘과 맞붙었다느니.
- 그 바다로 해가 들어간다느니.
- 그 바다 밖은 무섭고 캄캄한 곳이라느니.
- 그곳은 물이 쑥쑥 돌아 배가 그 근처에만 가도 쑥 들어간다느니.
- 땅이 사각형이라 바다 밖은 물이 모퉁이 져서 그 언 리에만 가면 한없이 뚝 떨어진다느니.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동네사람들의 말은 모두 편견과 바다에 한 오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운이는 자신과 
같은 뱃사람들도 동네사람들의 생각과 같다는 데 크게 실망한다. 사람들의 비난이 심하면 심할
수록 해운이의 도  정신에도 생기가 감돈다. “가다가 죽더라도 가보고 말겠다”는 해운이의 신념
은 마침내 구체 인 실행으로 옮겨진다. 이것은 한 존재가 자신의 직업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

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실존  표 이다. 
해운이의 모험  삶은 함께 갈 뱃사공들을 구하는 장면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그런데 뱃사공들 
에는 “물길을 잘 알고 배 젓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무했다. 이런 기본 인 문제에 착하자 

해운이는 목표가 있어도 거기에 도달할 방법을 모르거나 경험이 있더라도 재 소에 알맞은 경

험이 없으면 그 목표 한 무용지물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 이를 지켜 본 동생 해동이가 자청해 
나선다. 해동이는 자신의 신념도 형의 “모험  사상”에 뒤지지 않는다며 형과 함께 서해바다로의 
출항을 바란다. 
그 후 형제는 집안 로 해지는 삶터요, 원한 묘지인 바다로 나간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출항하기가 무섭게 “이십 년을 바다에서” 살았던 해운이도 감당하기 힘든 풍 를 맞고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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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뿔뿔이 흩어진다. 두 형제는 오랜 기간 생사조차 모른 채 우여곡 을 겪으며 살다가 이국땅 

미국에서 극 으로 만난다. 
이후부터 소설은 형과 동생의 인생항로를 각각 나 어서 들려 다. 우선, 해운이의 삶을 보면, 
풍 에 휩쓸려 배가 산한 후 바다에 빠지는 경부터 그려보인다. 다행히 지나가던 뱃사람의 
도움으로 해운이는 살아나고 자신을 건져  배에서 며칠 간 잡일을 하며 산다. 그러나 오래지 않
아 해운이에겐  다른 비운이 닥친다. 집을 떠날 때 지참한 수 천 냥의 (纏帶)를 도둑들에
게 강탈당하고 자신이 빠졌던 그 바다로 재차 내던져진 것이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바다를 끼고 
살면서 익힌 헤엄 실력으로 난 된 뱃조각을 붙잡아 겨우 목숨을 건진다. 마침내 도에 휩쓸려 
도착한 곳은 낯선 해안의 모래밭이었다. 해운이는 몸에 달라붙은 새우로 굶주린 배를 채운 뒤 길
을 나선다. 그러나 업친 데 겹친 격으로 그는 두 가지 것에 홀려 미쳐버리고 만다. 하나는 사막의 
신기루 고, 다른 하나는 표범이었다. 불빛만 보고 달려간 막집에서 만난 뜻밖의 표범와 장작
불 하나로 밤새껏 사투를 벌이던 해운이는 정신을 잃고 끝내 미쳐버린다. 
서해풍 로 동생을 죽게 한 죄책감과 표범으로 인한 두려움을 한꺼번에 느낀 해운이는 반복된 

헛소리만 거듭하며 해주 감  등지를 헤맨다. 그러다가 우연히 농어 천렵을 나온 해주 감사의 자
제가 물에 빠진 것을 목격한다. 물이 겁나 모두들 구하려 들지 못하는 에 해운이는 그것이 마
치 동생 해동이인  알고 물로 뛰어들어 감사 자제를 구한다. 어렵게 얻은 자식을 구해  보답

으로 해운이는 해주 감사와 늙은 의원의 도움을 받아 정상인으로 돌아온다.
정신을 차린 해운이는 다시 동생을 찾아 나선다. 마침 해주 감사 투옥 소식을 듣고 서울로 상
경한 해운이는 어느 물상객주 집에서 팔도장사꾼들이 나 는 이야기에서 일본 동경에서 조선술

을 공부하는 동생 소식을 하고 일본으로 건 간다. 그러나 넓은 동경에서 동생을 찾기란 불가
능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동생이 미국으로 건 가서 공부를 한다는 풍문을 듣고 미국 샌

란시스코로 건 간다. 
해운이의 앞길은 첩첩산 이었다. 미국 역시 드넓은 곳이었다. 그러나 그의 길을 가로 막는 가
장 큰 장벽은 어 다. 동생을 찾는 것도 하지만 어를 모르면 당장 굶어죽을 듯했다. 해운이
는 어 공부에 매달렸다. 어 공부의 작은 목 은 동생을 찾기 함이지만 더 큰 목 은 “태평
양 넓은 물에 수천 톤 되는 증기선을 둥둥 띄운 뒤 그 배의 함장을 한 번 해 볼 생각”이었다. 어

를 배우기 해 해운이는 가 비웃든 말든 호텔 보이를 비롯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졸라댔다. 실
로 물겨운 혹독한 과정이었다. 그 결과 해운이는 샌 란시스코에 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일

상 인 어를 습득한다. 다음은 해운이가 어떤 과정을 겪으며 어를 배웠는지를 잘 보여 다.

그 후로 재미가 붙었는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알고 모르고, 할 말이 있고 없고, 상 방이 

답을 하던지 아니 하든, 곁에 있는 사람이 웃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이해운은 상 하지 않았다. 
되든 아니 되든 문법과 어투를 따지지 않고 주워들은 이런 런 말로 아무 게나 지껄 다.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코를 쥐고 웃었지만 그  한사람은 달랐다. 그 사람은 그런 해운이를 

볼 때마다 귀히 여기고 묻는 말을 가르쳐  뿐 아니라 묻지도 않은 말까지 열심히 가르쳐 주었

다. 어도 매주 두 번씩 찾아와 해운이를 보고 갔다. 해운이 한 그런 그를 고맙게 여기며 공
경하는 마음으로 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남을 하기 해 쓴 담배라도 한  붙여 주

지만 해운이가 친구를 하는 방법은 진 리치도록 사람을 괴롭히며 어를 가르쳐 달라는 것

이었다.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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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습득에 열심인 해운이를 지켜본 일본인 붕교무삼 박사는 어 공부와 더불어 해운이의 

가난한 외국 생활을 도와 다. 게다가 붕교 박사의 말을 듣고 해운이를 돕겠다고 나선 모리손 박
사에게서도 어를 집 으로 배운다. 그 결과, 해운이는 샌 란시스코 학교에 입학하여 소원

로 항해학을 공부하게 된다. 
한편, 형 해운이와 함께 배를 탔던 동생 해동이 역시 란만장한 인생항로를 밟는다. 형과 함
께 풍 를 만났던 바로 그날 밤, 바다에 빠진 해동이는 “고기배때기 명당자손인지라 산소 음덕으
로 그랬는지” 큰 구 이의 덕분으로 목숨을 건진다. 해동이의 몸을 구 이가 칭칭 감는 바람에 

물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다. 자칫하면 물려 죽을 이었지만 “본래 악하고 담 한 이해동은 무

슨 일이든 참을성 있었고, 한 일을 당할수록 느 ”했다. 그런 해동이는 “그를 살리려다가 자신
들까지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어느 노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그 노인은 해동
이의 험을 ‘순리( 理)’로 풀어 다. 

- 괜찮소. 가만히 있으소. 그 뱀도 살려고 그런 것이니까. 육지에 내리기만 하면 아무 염려 없소.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우여곡 의 어려움을 당한 해동이는 형을 따라 서해구경을 나섰던 자신을 후회한다. 그러나 그 
후회는 하층민의 삶을 근본 으로 통탄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의 죽음에 따른 신세타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 뱃놈 뱃놈, 내 무엇이 되다 못되어서 하필이면 뱃놈이 되었던고. 하고 많은 삶 에서 하필이면 
고기잡이를 다니다가 삼 를 서해바다에 조상의 묘 아래 잇달아 장례를 하 는고.

로 거지가 되더라도 다시는 뱃놈은 되지 않겠다. 
뱃놈이 되어 고기잡이를 다닐지언정 배타는 놈마다 모두 이런 풍 를 당할 것 같으면 세상에 

배타고 다닐 놈 가 있겠나.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업생활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삼 를 내리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 꿈

에도 듣지 못했는데, 
산소를 비탈에 써서 그런 것인가 팔자를 그르게 타고나서 그런 것인가. 
산소 산소 산소로 말하면 비탈이니 평지니 할 것 없이 서해바다가 우리 산소이오. 팔자 팔자 

팔자로 말하면 우리 형제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도 이 세상에 열 

명 스무 명 밖에 되지 않을 터인데, 그 사람들 다 서해바다에서 풍 를 만나 우리 형님처럼 되었

을까. 그 지는 아니할 것이다. 산소 탓도 아니고 팔자 탓도 아니다. 이탓 탓 할 것 없이 아무래

도 서해구경이 팔풍(八風)2)에 휩쓸린 일이지. 
일을 크게 뉘우쳐도 소용없고 후회하면 쓸 데 있나. 에라···. 집으로 돌아가버리자. 날이면 날마

다 돌아다니면 죽은 형님을 어디서 만나겠는가.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만약, 해동이의 후회와 한탄이 자기 삶의 근본을 부정한 것이라면, 화륜선에 한 그의 집 된 

심은 설명할 수 없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집을 찾은 해동이는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 

2) 팔방의 바람. 곧 동북 염풍(炎風)·동방 조풍(條風)·동남 혜풍(惠風)·남방 거풍(巨風)·서남 양풍(凉風)·서방 

유풍(飅風)·서북 여풍(麗風)·북방 한풍(寒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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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과 답을 팔아 명승고 을 찾아 국을 유람한다. 그러다가 마침 원산항에서 화륜선을 보
고 큰 충격을 받자 그 배의 구조와 운 에 남다른 심을 갖는다. 형 해운이가 동생 찾기와 항해
학 공부를 해 어에 집 했다면, 동생 해동이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륜선에 한 호기심을 
풀기 해 집 했다. 배에 한 궁 증을 풀기 해 수소문하다가 조롱투로 말하는 상업가 박참

의 말을 진심으로 알아들은 해동이는 조선술 공부를 정식으로 하기 해 일본으로 건 간다. 
다음은 이를 한 해동이의 비 경이다. 

- 옳지, 내가 가진 재산이 그럭 럭 십만 어치나 된다. 이만하면 히 조선술을 배우겠지. 그
까짓 것 배우는 데 무엇 때문에 그 돈을 다 써. 오냐, 내가 이번에 건 가서 화륜선 만드는 법

을 배워 가지고 돌아와서 화륜선이나 하나 만들어 타고 다녀보련다. 그럴려면 돈도 꽤 착실히 
들겠는 걸. 가만 있자, 우선 일본에 가서 지낼 것부터 산해 보자. 매달 백미 서 말씩, 값을 후
하게 쳐서 한 번에 엽  두 냥 닷 돈씩. 이삼은 륙, 삼오 십오, 일곱 냥 닷 돈 치고.

- 나무값, 반찬값 합해 일단 닷 냥 하고, 의복 값 여섯 냥, 잡비 두 냥 치면 매월 경비 당오평(當
五坪)3)으로 백두 냥 닷 돈씩, 일 년 경비 천백 서른 냥으로 치자. 

- 조선 목선을 만드는 법은 아무리 둔재라도 밤 낮 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면 일 년이면 
히 배우겠지. 화륜선 만드는 데는 목선보다 한 세배 더 어려운 셈치고 히 사 년만에 배운

다면 일사는 사, 일사는 사, 삼사 십이, 사천 오백 스무 냥이면 사년 비용이네. 이곳보다 비용
이 곱 은 될 듯하다. 히 세 곱을 치면 일만 삼천 오백 육십 냥이면 끈하겠고. 그러고도 
여러 만 이나 남겠는 데, 그 남는 돈으로는 화륜선이나 한 척 만들어 타고 서해구경이나 다시 
가 보자.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일본으로 건 간 해동이는 입고 온 조선의 “의 (衣冠)이 이상해서”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지
만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근 문명에 주목한다. 그러나 그 역시 의 보다 더 한 것이 조선술 

공부에 앞서 일어 습득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돈도 부족하고 공부를 마치려면 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한동안 망설인다. 마침내 박참 과 의논 끝에 일어를 배우기로 하지만 

“겨우 일어를 배우고 보니 물리, 화학, 산술, 수, 기하, 삼각”을 모르고서는 학에 입학할 수 
없어 크게 실망한다. 제국 학 입학시험에 두 번이나 낙방한 후 해동이는 새로운 결심을 한다. 
마침내 해동이는 일본에서의 삶을 고 더 넓은 미국으로의 진출을 결심한다. 

 다시 일 년을 기다려 입학시험을 치자니 기다림에도 갑갑증이 나고, 그 다고 일 년 후 입

학 할 수 있을지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화도 나고 열도 나서 세계유람이나 할 셈으로 고베(神戶)에서 배를 타고 유럽(Europe)으로 건
가서 몇 달간 유람하다가 서양(Atlantic Ocean)을 건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뉴욕

(NewYork)에 도착하 다. 
뉴욕 항구에서 몇 달간 머물다가 와싱톤(Washington)에 이르 다. 그때 마침 와싱톤 학교 

비과 학생 모집 고가 신문마다 크게 실려 있었다.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3) 당오 (當五錢)의 값어치가 떨어져 엽 (葉錢) 한 냥과 당오  다섯 냥이 같은 값으로 된 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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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건 온 해동이는 고를 보고 입학원서를 내고 ‘하늘의 도움’으로 그 학교에 입학한
다. 그런 후 평생 소원하던 조선술을 공부하던 에 샌 란시코 학교 학생명부에서 형 해운이

의 이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보를 쳐서 서로를 확인한 후 이들 형제는 마침내 극 으로 

상 한다. 죽은 로만 알고 생 에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여겼던 형제는 각자 생사를 확인한 

후 지 껏 하던 공부를 계속한다. 

조선술을 공부하기 해 동해와 태평양을 건 며 숱한 세월 고생하고 심력(心力)을 허비한 이
해동과 항해학을 연구하기 해 수만리 먼 외국에서 별별 곤란을 겪으며 밤낮을 쉬지 않고 골몰

하던 이해운은 각자 목표로 정한 학과를 졸업하 다. 그리하여 당시 세계 인 문명국가로 으뜸인 

북미주에서 어 나 행세가 당당한지 해운 · 해동이의 명 가 미합 국에 진동하 다.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두 형제는 “모름지기 모든 일은 뜻을 품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는 신념 속에서 살았던 것이
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 자신들의 15년 의 세월을 돌아보며 고향 “후서강 사람들이 지 쯤은 

서해 밖으로 나가 보았을까”를 얘기하며 웃음지으며, 이제부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상의한다. 그것은 평생소원을 실천으로 옮기기 한 것이었다. 형 해운이는 자신들의 삶의 출발
이 된 서해구경 순간부터 짚어나간다. 

- 내가 항해학을 배운 목 은 태평양에 배 한 번 띄워보자는 것이었소. 우리 형제가 쌓은 다년간
의 경험도 지 않지 않소. 아까 신문에서도 보았듯이, 지 은 구미 각국 신문지상에 연일 북극

탐험을 하느니, 태평양 한 가운데 작은 섬을 발견했다느니 하며 탐험가의 명 가 세계를 뒤흔

들고 있네. 이참에 우리도 모험  사상으로 일을 한 번 해 보세. 이 기회를 잡지 않고 다시 어
떤 때를 기다리겠나?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동생 해동이도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해운이는 탐험에 필요한 돈과 배보다 더 요한 것이 목
지라고 한다. 해운이의 평생소원은 남극탐험이었다. 그러자 동생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 어떻게 남극에 륙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 남극에 륙이 있을 확증이 있으니까 그 지요. 내가 작년에 세계를 유람할 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목격했소. 오스트 일리아(Australia)와 아 리카 남방과 남아메리카 남방에 같은 동물이 

많이 있었소. 그런데 그 동물이 다른 곳에는 없는 동물이더군 그려. 그 동물을 기 으로 추정하

면 오스트 일리아, 아 리카, 남아메리카 삼 주가 몇 만 년 에는 육지끼리 서로 붙어 있었

던 것이 분명하지 않소. 다른 곳에 없는 동물이 하필 그 세 곳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남극
에 륙이 있다고 장담하는 것일세. 

- 과연 형님 말 이 그럴 듯하외다. 그 지 않아도 요즘 동물학자들은 그 세 곳에 왜 동일한 동물

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더군요. 이것이 오늘날 동물학상에서 큰 문제올시다. 그러면 더 고심
할 것도 없이 내일 바로 탐험 비를 하겠습니다. 연구도 여러 해가 필요하고 계획하고 추진하
는데도 일단 끝이 있으니, 만일 지  결단하지 못하면 성공할 기약이 없소이다.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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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탐험은  무모한 것이 아니었다. 우선은 남극탐험에 도 하기에 앞서 일본을 거쳐 미국

에서 조선술과 항해술을 배웠다는 것이고, 다음은 해운이가 내놓은 과학  근거 다. 그 근거가 
바로 륙이동설이다. 
리 알려졌다시피, 베게 의 ｢ 륙 이동설에 한 논문 Die Entsthung der Kontinente und 

Ozeane｣은 1915년에 발간되었다. 드러난 그 로만 보면 1914년에 발표된 이상춘의 『서해풍
』는 베게 의 륙이동설 논문보다 1년 앞서 나왔다. 그러나 베게 의 주장이 학회에 발표된 

시 은 1912년이었다. 결국, 이상춘은 베게 의 학설 발표가 있은 2년 뒤 작품을 쓴 셈이다. 
베게 가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해 내놓은 증거는 4가지다. 해안선의 일치성, 지질 구조의 
연속성, 고생물 분포의 유사성, 고생  말 빙하 퇴 층의 분포가 그것이다. 해운이가 주장하는 과
학  근거는 여기서 리솝테리스라는 식물 화석이 지 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환경이 다

른 남국 호주, 남미, 남아 리카에 공통 으로 분포한다는 고생물 분포의 유사성과 같다. 이를 토
로 남극 륙의 존재 가능성을 확신한 해운이는 동생 해동이의 의문을 풀어  후 남극탐험에 

착수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일본, 미국에서 조선술과 항해학을 공부한 
두 형제가 먼  남극탐험을 확정한 후 일본 모리손 박사에게 동참 의사를 물었다는 사실이다.

형제 두 사람이 남극 탐험할 일을 확정한 후 먼  모리손 박사를 만나 남극 탐험에 한 이해

와 자신들의 결의를 밝혔다. 모리손 씨 한 동의하 으며, 해운이 형제가 하자는 로 남극 탐
험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일제의 강압으로 당시 실이 매우 참담한 상황이었는데도 식민지 조선의 두 형제가 앞장서서 

독자 인 남극 탐험 를 구성한 후 이 역사 인 일에 일본인 모리손 박사의 동참을 권유한 사실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비록 주인공들이 기획한 문학 속의 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남극탐험의 
성공과는 다르게 깊이 따져 볼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작품의 문학  형상화의 실패와도 별개로 

논의해 볼 의미심장한 문제라 하겠다. 
이상춘의 장편 『서해풍 』는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단원의 막을 내린다.

해운이 형제가 모리손 씨와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고 정식으로 체결하고 재정을 마련해 샌

란시스코에서 배를 출항하 다. 해운이의 남극 탐험하는 일이 구미 각국 신문마다 실렸다. 어느 
날 신문에는 남극 탐험가 이해운 · 이해동 · 모리손, 세 사람이 남태평양 작은 무인도를 발견했다
고 나왔고,  어느 날 신문에는 남극탐험가 이해운 · 이해동 · 모리손 씨가 남극에서 륙을 발
견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 이상춘, 『서해풍 』 에서

식민지시 의 두 형제는 사람들의 부정  편견을 논리 으로 불식시킬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든 조선술을 배워서 서해바다로 진출하려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반되
는 수많은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일본과 미국을 두려움 없이 오가며 갖은 수모와 냉 를 견

뎠으며 외국어의 장벽도 거뜬히 뛰어넘었다. 동해와 태평양을 넘나들며 조선술을 공부하고 항해
학을 연구한 이들 형제가 “당시 세계 인 문명국가로 으뜸인 북미주”를 감동시킬 정도의 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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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여곡 과 죽음의 능선을 넘으며 주체 으로 탐구한 조선

술과 항해학에 근거한 남극 탐험은 이들 형제들만의 목표가 아닌 당시 일제 강  하에 억 려 

살아가는 우리 민족 모두가 꿈꾸는 희망이었다. 남극탐험 성공은 패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우리 민족혼의 다른 이름이었다. 

IV. 맺음말 : 오래된 희망과 해양인의 좌우명

늘  이상춘의『서해풍 』는 모험 인 삶을 살아가는 두 형제의 진취  기상을 그린 우리나

라 최 의 창작 해양 신소설이다. 1908년 최남선의 근  해양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소년의 기상에 결부시켜 노래했다면, 일정한 서사  구조를 갖춘 이상춘의 

『서해풍 』는 일제 강 기 아래 놓인 열악한 식민지 실에서 사회  하층민을 주인공으로 등

장시켜 당시는 물론이고 지 도 문학  소재로 삼기 힘든 원양항해와 남극탐험을 그려냄으로써 

우리의 민족  자존심을 한껏 고조시킨 작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조상 로 를 묻은 비극 인 바다지만, 그 바다보다 더 멀리 진출하려는 주인공들의 
거침없는 삶을 아주 냉소 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질타까지 고스란히 그려내고 있다. 먼 바
다로 나가면 마치 세상이 끝장나는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새겨듣지 않는 이

들 형제에게 어떠한 질타와 욕설을 하는지도 솔직하게 그려져 있어, 이 작품은 그런 수모 속에서
도 지일  뜻을 굽히지 않고 수립한 계획을 우직하게 고 나가는 형제의 모습은 더욱 더 놀

랍게 다가온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를 바다에 잃었던, 다시 말해 의지할 데 하나 없는 두 형제
가 어떻게 험한 풍 를 견디며 숱한 우여곡  속에서도 조선술을 익히고 독자 인 탐험 까지 

만들어 남극 탐험에 도 해서 장쾌하게 성공하는 두 형제의 의연한 모습은 당시로서는  새

로운 형태의 삶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 인 삶을 결여한 채 무 단조롭게만 나열되는 바람에 문학  

형상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이런 지 은 이상춘의 신소설들이 보여주는 

요한 한계로서, 구체 인 실에 기 한 삶을 제 로 다루지 못하고 사회  계 속에서 형성되

는 인물의 총체 인 성격을 제시하는데 미숙하다는 1910년  신소설들에 한 기존의 평가와 별

개로 논의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서해풍 』에 담긴 남극탐험의 문학  가치를 남극의 경제  · 환
경  가치보다 결코 평가 하 할 수 없다. 일반 으로 남극과 북극에 한 극지 연구의 요성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구  환경변화 연구에서 차지하는 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극지의 
경제  이용과 부존자원의 개발이다. 지구 표면 9%를 차지하는 극지지만 기와 해수 순환 과정
에 미치는 향은 지배 이다. 가령 극지방의 해빙 면 의 감소는 태양 복사열 에 지 유입량을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것만 도 알 수 있다. 한, 지구 육지 면 의 10%를 차
지하는 남극과  세계 해양의 5.5%를 유하는 남빙양은 석유 에 지를 시한 풍부한 물자

원과 지구 담수의 70%에 해당하는 수자원을 빙하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 남빙양의 크릴은 다음 
세 에게 지구가 선사하는 마지막 식량자원이라고 말해진다. 
이상춘의『서해풍 』의 남극은 이러한 경제  · 환경  가치와는 몇 가지 다른 차원에서 그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 작품의 가장 큰 의미는 남극탐험 기록의 새로운 갱신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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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기보다 일제 강  하에 사는 암담한 식민지 실에 우리 민족이 품은 민족 의지와 도  정

신, 모험심을 통해 각자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희망을 말하는 데 있다. 우리 민족에겐 어떠한 망
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 가 비웃더라도 처음 가졌던 꿈을 결코 잃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단재 신채호가 이순신, 을지문덕, 최도통 등 민족의 웅
을 내세워 민족혼을 일깨웠다면, 늘  이상춘은 평범한 하층민을 등장시켜 진취 인 행동을 그

려 보임으로써 우리의 민족  자 심을 드높 다. 
둘째, 투철한 직업 과 신념  인간을 소개한 이다. 지 도 마찬가지지만 바닷일을 하는 사

람들은 곧잘 천시된다. 땅을 보던 으로 보면 바다는 늘 불안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상춘의 
소설은 조상 로 물려받은 직업의 소 함을 천하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지 않는다. 식민지 
실에서는 직업의 귀천보다 더 요한 직업 이 요구된다. 그것은 아무리 남루하고 부정 으로 

보일지라도 조상의 숨결과 가 묻은 직업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 직업 이다. 두 형제가 익힌 
조선술과 항해학 공부는 이런 투철한 직업 을 발 으로 지킨 것이고, 그들은 이를 입증시킨 
신념  존재들이었다. 
셋째, 연안에 머물던 삶을 하고 먼 바다로 진출하는 도 인 삶을 그려낸 이다. 서해바
다 밖으로 진출하기 해 뱃사공을 찾지만 물길을 잘 알고 노를 잘 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한, 연평바다, 서해바다를 돌며 어부생활을 했지만, 해운이 역시 20여 년 동안 겪지 못한 풍
를 이겨내지 못한다. 동생 해동이의 삶을 바꿔 놓은 화륜선과 조선술 공부, 형 해운이의 항해학 
공부는 연 · 근해에 머무는 우리의 삶을 원양으로 갈 수 있는 기 를 닦은 것이라 하겠다. 두 형
제는 그 기  에서 남극탐험이란 도 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꿈과 신념을 실 하기 해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차원 높게 시한 이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했다면 그 다음 일은 조화를 꾀하고 비하는 일이다. 앞의 시사 들과 직결된 것이

지만, 주인공들의 일본어, 어 공부는 그 자체로 끝나는 공부가 아니었다. 외국어는 과정에 불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제 로 거치지 않으면 원래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작가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강조는 국어 연구에 한 남다른 애정을 쏟은 작가 이상춘에게는 당연한 일
일지 모른다. 
다섯째, 조선술과 항해학 습득을 한 과학  인식과 심을 구한 이다. 조선술과 항해학
은 고난 극복을 한 것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한 실용  학문이다. 두 형제가 풍
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것도 조선술을 제 로 알지 못한 탓이고, 항해학에 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원산항에서 화륜선에 매력을 느낀 해동이가 일본으로 조선술을 공부하러 가는 
것은 그것을 생각만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실제 운 에 참여하기 함이다. , 해운이가 
목표로 정한 남극탐험을 성공하기 해서도 항해학에 한 이해가 이다. 베게 의 륙이

동설 역시 남극탐험의 과학  근거 다. 
한국문학은 지 으로부터 100여 년 에 먼 바다를 건  남극탐험을 할 수 있는 문학  길을 

개척하 다. 앞으로 가 이 길을 새롭게 이어자고, 어떻게 우리의 해양 도 정신이 확장될지 궁

하다. 
땅을 걷는 사람은 지도(地圖)가 필요하고, 바닷길을 가는 사람은 해도(海圖)가 필요하다. 그런
데 땅과 바다를 번갈아 가며 걷고 건 야 하는 남극탐험에는 지도와 해도 모두가 있어야 한다. 
만약 가다가 고립되고 좌 되어 지도와 해도 모두를 잃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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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야 한다. 그 별자리는 우리가 있는 치와 앞으로의 방향을 안내해  것이다. 앞으로 원
양항해와 남극탐험을 계속 작품화하고, 우리 민족의 남극탐험의 역사  발자취를 되짚어 보려는 

사람에게 이상춘의『서해풍 』는 그 문학  좌표와 방향 설정의 별자리로 제공될 것이다. 바다
의 ‘유목민(L'homme nomade)’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늘  이상춘은 그 역사  흔

(trace)을 한국 해양문학의 별자리로 남겨두었다. 
궁극 으로 <바다,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동심포지엄 의 한 분야를 맡아서 
발표한 본 연구는 우리 역사상 해양과학기술과 인문정신의 진취성이 처한 실이 일제강 기

다고 하더라도 결코 열하지 않았다는 것을 100년 에 창작된 이상춘의 남극탐험 소설 『서해
풍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춘의 이 작품은‘시간이 잊어버린’것일 뿐 결코 우리의‘
혼이 잊어버린’해양문학이 아니었다. 이런‘오래된 희망’은 오늘날 해양개척과 도 정신을 견지하

고 있는 우리 해양 지식인들에게도 지 않은 시사 을 던지고 있다. 어도 해양 지식인들의 좌

우명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벽에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기록하고 무의식에 녹아 흘

러 구체 인 실천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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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황금그물, 돌살(Stone-weir, 石箭)의 문화적 
종다양성과 전 지구적 분포

- 북극권 넷실릭,밴쿠버 과기우틀,하와이언,쿠로시오 해류권 일본의 비교연구

주 강 현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이사장

- 목차 - 

1. 돌살의 세계문화사적 의미및 연구방법

2. 물개잡이꾼 넷시릭(Netsilik) 에스키모의 돌살

3. 연어잡이꾼 과기우틀(Kwagiutl) 인디언의 돌살

4. 폴리네시언 화와이 왕족들의 돌살

5. 남태평양에서 오키나와제도, 아마미제도에서 큐슈 아리아케까지 

6. 결론; 해양문화의 세계성과 종다양성

1. 돌살의 세계문화사적 의미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바다에서 돌을 쌓아 고기를 잡아온 민 들의 기록이다.1) 
이 연구는 역사  기록이는 하되 민 생활사 서술에 속하며, 생활문화사이자 돌살에 천착하는 
미시사  연구이기도하다. 학문상으로는 민속학,인류학,고고학,수산사, 더나아가서 토착  원형생

태에 천착하는 ‘우리 생태학’의 범주를 오가고 있다. 방법론상으로는 민 들의 구술에 기 한 구

술생애사, 나아가서 문헌과 구술을 결합한 역사민속학 연구방법론, 돌살을 서술할수 있는 제 학
문분야를 망라한 학제연구  입장에 서있다. 우리의 생활문화사이지만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
는다. 육지 심이 아닌 바다 심의 사고로 본다면 한반도만의 바다는 의미가 없거나 약하다. 따
라서 하나의 단순한 어법인 돌살이 한반도의 바다를 뛰어넘어 세계  차원에서 장기지속 으로 

용되고 분포되는 데 심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돌살을 연구한 작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름데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세계
 차원에서 돌살의 문화사  의의를 조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구미 각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논자는 오랜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세계에 분포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리하기에 이르 다. 여기에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답사. 
그리고 수많은 선학들의 연구에 기 한다. 
세계의 모든 곳을 답사할수 없는 처지에서 아센 발리치(Asen Balikci)가 1959년-1965년까지 
북극에서 수행한 넷시릭에스키모(Netsilik Eskimo)의 민족지보고서와 캐나다 국립필름보 소

1) 이 연구는 곧 방 한 책자로 발간될 정인 『신이 내린 황 그물 - 돌살』(2006년 6월 간행 정, 800쪽)의 일부

를 축약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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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ilm Board)에 소장되어있는 빛바랜 흑백사진들,워싱턴 학에서 가르치다가 지 은 

밴쿠버 쿼드라섬(Quadra Island)의 외딴집에 살고있는 힐러리 스튜어트(Hilary Stewart)의 북아
메리카 태평양 연안의 연어잡이꾼 콰기틀(Kwagiutl) 인디언의 어로에 한 보고와 자신이 손수 
그린 그림들, 버클리  인류학교수로 포에베박물 (Phoebe Anthropology Museum) 장으로 있

으며 태평양제도에 한 수많은 을 발표한 고고학자 패트릭 빈톤 커치(Patrick Vinton Kirch)
가 을 쓰고 테 사 바비뉴(Therese I. Babineau)가 신비로운 흑백사진으로 연출한 화와이 원주
민의 돌살, 니시무라(西村 朝日太郞)와 다와 마사다카(田和 正孝),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구
야기일(水野紀一),실야경생(失野敬生) 등이 수행한 태평양의 돌살  오키나와열도, 아마미(奄美)
군도,큐슈 아리아 (有明海) 이사하야만(諫旱灣)의 돌살에 한 보고, 란트(Andres von 
Brandt)가 세게어업사 서술 차원에서 정리한 아 리카·아시아 등지의 돌살에 한 보고 등에 빚
지고 있다.
돌살은 ‘제4세계’ 사람들의 역사이며 문화이다. 제1,제2,제3의 세계가 있다면 ‘제4의 세계’가 
있으니, 돌살을 사용해온 이들은 ‘제4세계’의 사람들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북극권의 소수민
족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의 어부들 조차, ‘제4세계’는 아닐지라도 역사문화서술
의 심에서 벗어난 ‘제4의 인간’들이 돌살을 이용해왔다. 제4의 문화가 덜 효율 이고,덜 진보
이고,덜 발달되어있어 낙후되고 후진것이라고 한다면, 그 게 발달되고 효율 이고 선진 인, 
이른바 문명의 그늘이 남겨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엄 히 묻고 있다. 

2. 물개잡이꾼 넷시릭(Netsilik) 에스키모의 돌살;

북극에서 아센 빌리치의 보고

북아메리카 북극해의 서양 연안에는 넷시릭에스키모(Netsilik Eskimo)라 부르는 북극의 사냥
꾼들이있다. 넷시릭은 얼음집 이 루(Iglu)에 거주하는 물개와 순록사냥꾼 에스키모집단이다. 에
스키모 앙계통(the Central branch of the Eskimo family)에 속하며, 주거지는 북극권,즉 
100°W-88°E.,73°N.-68°S에 치한다. 이른바 물개잡이꾼(The people of the Seal)으로 불리는 그
네들은 작살질에 의지하여 살아나간다. 동시에 가죽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나가 강이나 좁은 
호수에서 가벼운 창으로 순록을 잡으며, 북극 사향소라거나 북극곰을 화살과 무거운 창으로 잡
는다. 한편 그네들은 돌살을 이용한 어업을 이어왔다. 한겨울부터 까지의 물개와 북극곰사냥, 
짧기만한 여름 한철의 연어잡이, 가을철의 순록사냥, 이 게 사냥과 어로의 순환이 그네들의 삶

이다. 그런데 넷시릭들은 지구의 최북단에서 돌살(Stone weirs)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여름철 연어는 넷시릭들에게 이다. 북극이란 엄혹한 조건,즉 여름이 지극히 짧고 늘상 
얼어붙어있는 북극빙의 조건에서 연어들은 아주 짧은 기간만 바다로 나갔다가 강과 호수가 결빙

되기 에 이내 돌아와서 월동하고 이듬해 여름에 다시  짧은 회유를 시작하는 것이다. 넷시릭
들이 잡아들이는 연어들은 7월에 강에서 바다로 떼지어 내려가는 회유종으로 아주 짧은 동안만 
바다로 내려갔다가 8월 순이면 섬 안의 호수로 곧바로 되돌아온다. 북극의 강과 호수들이 얼어
붙기 때문에 해빙이 되자마자 내려가서 동결이 되기 에 히 올라와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회유로를 따라서 잡아들이는 연어잡이는 넷시릭들에게 1차 이지는 않다. 회유 순간을 따
라가면서 연어를 노리기 보다는 고정  돌살을 이용한 어로가 더 효율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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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상으로, 넷시릭들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지구의 가장 북극에서 돌살을 이용하는 사람
들이다. 더 북쪽에는 사람들이 살수도 없을뿐더러 아직까지 더 북쪽, 정확하게 말하여 북극권에
서 돌살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2) 넷시릭 돌살은 다음의 몇가지 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 다.
첫째, 넷시릭은 앞에서 언 하 듯이 북극권에서 돌살을 사용하는, 지 까지 확인할수 있는 

바, 유일한 종족들로 간주된다. 물론, 북아메리카 북서해안의 인디안들도 돌살을 사용하여왔으므
로 어떤 연 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않았으나 넷시릭의 돌살은 단히 특별한 것이다. 넷시릭의 
돌살을 통하여 돌살의 문화지리  분포권역도 멀리 북극권까지 외연확장 가능하다. 이로써 돌살
은 도근역에서부터 북극권까지 분포되어있는 세계 인 어법임이 확인된다. 그동안 열   아

열 , 온 권의 돌살들은 란트(Von Brant) 등의 보고3)에 의해 개략 으로는 알려졌으나 북극

권에 치한 돌살은 미처 알려지지 않았다. 
둘째, 유목민처럼 이동하는 사냥꾼들인 넷시릭들에게 순록· 곰· 물개사냥에 이은  하나의 계
 생업으로써 연어잡이가 채택되었다는 이다. 연어잡이가 이루어지는 곳은 겨울에는 사람

이 살기 어렵다. 넷시릭은 겨울에는 물개를 잡고 가을에는 순록사냥을 하기 때문에 여름 한철에
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연어를 잡는다. 연어잡는 곳으로 이동하기 하여 체가 원거리 
이동을 하고 돌살터에 여름캠 를 설치하는 것이니, 돌살을 하여 종족 체가 이동하는 유일
한 사례일 것이다. 이 경우에 어로와 수렵은 포획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문화  동질성을 확보

하게되며, 자신이 일상 으로 거주하는 곳에서의 개의 돌살과 다르게 사냥터처럼 옮겨가면서 

계 으로 잡아들이는 노마드(Nomad) 인 특징을 보여 다. 
셋째, 넷시릭들은 독특하게 돌살을 설치하여 다량으로 연어를 잡는 기술을 승하고 있었다는 
이다. 그네들은 여름 한철에 이동하여 잡기는 하지만 돌살을 고정된 치에 고정 으로 설치

하고 잡는다. 돌살이 고정 으로 설치되어있고 고정 으로 계 별 이동이 이루어짐은 이동어업

이 고고민속 으로 상당히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온 승체계임을 알려 다. 무문자사회의 
특성상 연  측은 어려워도 넷시릭 돌살의 기원은 그네들이 어도 신석기시 부터는 그곳에

서 살아왔다는 고고학  흔 이 증명되는 이상 그만큼 높게 소 된다. 
넷째, 그네들은 일단 돌살에 고기를 가두고난 다음에 다시 작살을 이용하여 잡는,즉 사냥꾼다
운 어로 행을 병행하고 있다는 이다. 사냥에 쓰이는 작살류의 창과 계가 있는 도구들이 

어업에도 쓰인다. 문화  기원상 사냥과 어로는 때로는 하나일수도 있음을 잘 설명해 다. 한반
도에 펼쳐진 돌살들이 조간 의 어종을 사둘 같은 손도구로 잡음에 반하여,그네들은 바닷가 가
까운 하구에 돌살을 설치하여 거슬러올라오는 연어를 작살로 잡는다는 민족지  변별성을 보여

다.
다섯째, 돌살은 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동작업은 먹이축 ,소비 등 모든 역에 걸쳐있어 
동이 넷시릭에스키모들의 뿌리깊은 행동기 임을 알려 다. 돌살어로는 돌담을 세우는데서부
터 집단  노력동원을 요구하며 돌담유지  보수도 그 다. 작살로 고기를 잡아올릴 때도 개별
으로 들어갈수는 없으며 반드시 한꺼번에 일시에 웅덩이로 뛰어듬도 이러한 공동체  행의 

2)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을 의미함은 아니다. 더많은 민족지를 분석할 경우, 어딘가에

서 비슷한 돌살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어도 북극권에서 여타 돌살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료의 

한계라는 측면이 있다. 넷시릭의 돌살도 필자가 찾아낸 자료에 의하여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3) Andres Von Brandt, "Catching Methods of the Word”, England,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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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이다.4)사  소유 행으로 넘어온 한국의 돌살과 다르게 공동체  소유에 입각한 공동체  

노동이 확인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동체 조업이지만 작살을 쓸수 없는 노인층같은 이들

이 작살 없이 돌살 외곽에 설치한 통발 따 로 잡아들인 어획물에 해서는 개인  권한을 인정

한다는 이다. 공동체 내부에서의 일정한 복지청책으로 인정된다. 
여섯째, 돌살터 ‘Sapulit’는 신성공간이다. 일터가 종교  신성공간으로 병행됨은 돌살터의 성

속(聖俗)의 변증을 말해 다. 넷시릭들은 곰의 혼에 한 강력한 터부가 있다.5) 연어와 련된 
터부는 곰에 비한다면 훨씬 헐한 셈이다. 그러나 순록사냥처가 신성공간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돌살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반 인 터부가 존재한다. 어떤 단순한 바느질이나 수
선도 돌살터에서는 불가다. 어떤 임산부도 돌살로 근할수 없다.6) 신성공간에 임산부나 월경하
는 여성의 기피 습은 이웃 알라스카의 에스키모들에게도 공통 이다. 그네들은 해산할 때가 된 
여자집에서 격리시켜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지내게하는데, 해산 상태에서 사냥꾼을 함은 불
경스러울뿐더러 사냥감을 몰아내는 결과를 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7) 한국에서 당제를 지낼때 
임산부를 피신시키는 피막(避幕), 혹은 해막(解幕)의 존재와 완  일치하는 목이다.8) 한반도의 
경우,돌살을 신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으나, 오랫동안 돌살을 지켜온 노인들은 바로 얼마
까지 돌살에서 돌살고사를 올려 물참 에게 풍어를 기원하 다. 넷시릭들이 돌살터를 신성공간
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때, 아주 오래 에는 신성공간이었던 일터가 이제는 돌살고사 정도의 잔

존된 양태로 축약된 형식이나마 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고학  유추도 가능하다.
일곱째, 넷시릭들이 쓰는 정교한 작살(Leister)은 한국의 복천동 10호분에서 출토된 삼지(三支)
로 나뉘어진 르게와 거의 흡사하다.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문명사 으로 별 상 이 없는 지역

에서 이같은 공통 이 나타남은 민족지학 으로 볼때 매우 흥미로운 목이다. 일 이 비스트

로스(Claude Le'vi-Strauss)가 자신의 구조인류학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술에 
있어서 도상표 의 분할성이 무도 유사하다는 에 놀라움을 표  것과 같다.9) 그는  문

화  상 계 없이 진행되어온 두 지역의 도상표 상의 분할성이 무도 같다는 사실에 주목하

면서, 그 외면성이 아니라 내  제 원리에 강조 을 었다.10) 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각각

의 문화권의 내재  맥락을 무시한다는 에서 훗날 수많은 비 에 직면하기는 하지만, 그가 제
시한 ‘  상 없는 지역의 문화들도 근원 으로는 유사할 수있다’는 논리는 일면 수 할만하

다. 그러한 에서 넷시릭의 돌살과 돌살도구는 문화 론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스스

로 ‘발명’해낸 기술체계로 인정된다. 

4) Asen Balikci, pp.127-128.

5) Asen Balikci, “Shamanistic Behavior Among the Netsilik Eskimos”, Southwestern Jonal of Anthropology, No.19, 
1963, pp.380-396.

6) Asen Balikci, p.220.

7) 구장회, 『알래스카의 민속』, 알, 1995, p.140.

8) 과거에 지역에 따라서는(주로 충청도 해안) 해막,혹은 피막이라 하여 해산할 여자의 임시거처를 마련하 다. 비
단 당제 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아  아기를 낳는 일 자체를 해막에 가서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해막

논’이라하여 해막에 딸린 토지까지 비해둔 곳도 있었다. 이는 ‘피부정’을 가리는 기의 정도가 단했음

을 반증한다 (주강 ,『굿의 사회사』, 웅진출 사, 1992, p.176)

9) Claude Le'vi-Strauss, 김진욱 역,『구조인류학』, 종로서 , 1983, pp.231-254

10) 주강 , 『왼손과 오른손 - 좌우상징, 억압과 기의 문화사』, 시공사, pp.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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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어잡이꾼 콰기틀(Kwagiutl) 인디언의 돌살; 북아메리카 밴쿠버에서 

힐러리 스튜어트의 보고 

인디언의 모든 문화 통이 그러하듯 탄압과 소멸, 쇠퇴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고 아메리카의 역사에서 지워졌다. 그 신에 신 륙의 서부개척사가 역사의 빈공간을 차

지하 다. 그나마 일군의 학자들이 그네들 문화 통을 찾아나서며 일생을 받쳤다. 인디언들의 고
기잡이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힐러리 스튜어트(Hilary Stewart)같은 이도 그 의 하나가 아닐
까.
첫째,힐러리의 조사에 의하면 밴쿠버에서 돌살을 쓰는 이들은 주로 콰기틀(Kwagiutl) 사람들이
다.11) 그들이 돌살을 리 사용하면서 연안 지역 체에 퍼지게 되었으며, 연안의 주요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작은 만(灣)이나 시내에서 돌살을 볼 수 있다고 하 다. 외부의 이입문화가 아니
라 콰기틀에 의해 개발되고 이것이 밴쿠버 주변에 문화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앞의 스
미드소니언 보고서나 북극권의 돌살로 미루어보아 돌살은 북아메리카에 반 으로, 동시 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동시기원설이 유력하며, 다만 콰기클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권역별로는 권역 
내부에서 일정한 범  내에서의 문화 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된다. 
둘째, 연어는 인디언에게도 외 없는 주식이었으니 북아메리카 밴쿠버 일 의 인디언들은 연

어 회귀가 정에 이르 을 때 사용하는 덫(Traps)과 어살(Weirs)로 효율 으로 잡아들 다. 덫
과 어살은 여러 도구들 에서 연어를 한꺼번에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 이다. 정교
하게 발달한 어살을 운 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돌살 역시 운 하 다. 어살과 돌살이 상황에 알
맞게 동시에 이용되었다. 
셋째, 강 하구에 조석의 힘이 미치는 조간 (潮間帶)에 말굽형(U)으로 돌살을 세웠다. 돌살은 
여러개가 집 으로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한반도 갯벌지 에 나타나는 돌살과 유사

한 축조방식이다. 조수를 향하여 말굽형으로 돌담을 쌓아서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담 안으로 들
어오고 물이 빠지면 잡아내는 어로기술은 한반도와 동일하다. 
넷째, 북극권 에스키모돌살과 마찬가지로 돌살에 몰아넣은 다음에 작살로 잡았다. 이 은 북미 

인디언들의 공통 인 어로기술이었다. 한국의 돌살이 주로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이기 때문
에 작살보다는 사둘같은 도구를 에 비하여, 연어같이 형 물고기를 잡는 조건에서 작살은 필
연 이었을 것이다. 
다섯째, 인디언들에게도 고기잡이는 그 자체 신령스런 행 로 간주되었으니 세속 인 고기잡

이에서도 강과 물고기의 신에게 경배하 다. 따라서 어살을 박는 말뚝박이 조차도 신령성을 각
인하 으며 낚시의 조차도 물고기형상을 조각하 다. 인디언들의 생산기술에서의 의례  차

와 일상  제의는 매우 뿌리깊고 넓은 역에 걸쳐있어 자연과 인간,기술과 자원의 균형과 상생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니 돌살어업에서도 외가 아니었다. 
물고기를 잡는데 돌살을 가장 효과 으로 다루는 콰기틀(Kwagiutl) 사람들이 돌살을 리 사

11) 콰기틀은 략 북미 태평양의 다음 연안에 살고 있다 (Carl Waldman, 앞책, p.273)
   1. Wakashan(undetermined phylum) 
   2. North Coast Cultural Area 
   3. Queen Charlotte Sound and northern Vancouver Island in western British Columbia
   4. British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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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서, 돌살은 연안 지역 체에 퍼지게 되었다. 같은 문화권역 내에서의 문화 란 측면에

서 주목된다. 그리하여 연안의 주요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작은 만이나 시내에서 이 돌살을 볼 
수 있다. 공들여 돌을 벽처럼 쌓아 만드는 이 많은 살들은 오로지 ‘조류’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
다. 의 홍수나 늦여름에 내리는 비로 강물이 불어나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강이 충분히 깊어질 

즈음이 되면, 연어는 흔히 시내 입구나 작은 만에 모인다. 조류가 려들면서 모여있던 물고기들
은 물결을 타고 해안으로 들어와 덫의 꼭 기까지 헤엄쳐 왔다가는, 물이 빠지는 바람에 돌담에 
갇 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효과 이기 때문에, 일련의 돌담을 강어귀에 지어 세워 놓기도 했다. 둥
그런 돌들은 한 크기 고, 언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몇톤이나 되는 바 들을 옮기고 

다량의 물고기들을 잡기 해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히 돌살을 공
동으로 사용하고 소유했다. 작은 돌살을 마땅한 곳에 따로 세워 미끼로 쓸 은빛 나는 작은 물고
기나 다른 조그만 물고기들을 잡곤 했다. 

퀠리컴족의 나이 많고 지혜로운 앨 뤼드 뤼캘머(Alfred Recalma)는 한 때는 바다에 회귀하는 
연어가 하도 많아 굳이 강 입구로 갈 필요 없이, 해변 주변을 따라 어디에서고 연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연어는 한데 모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곤 했는데, 한 마리가 더 들어갈 틈
도 없는 듯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연어가 감소한 것이 강 유역에서의 벌목과 그 괴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벌목한 산에 폭우가 내리면 강물은 새 불어 류가 형성되고 부화하
는 연어 알들을 쓸어 가는 것이다.
한때는 더욱 높이 솟아 있었던 돌살들이 많은 세월에 걸쳐 닳기는 했지만, 만과 강어귀 여기
기에서 여 히 돌살 흔 을 찾아 볼 수 있다. 존슨 해 의 코티즈 섬의 남부인 마이텔넷취 섬

(Mitelnatch Island, south of Cortes Island in Johnson Strait)은 썰물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큰 만 
안에 있는데, 그 에는 바 들이 거의 분명한 V자 형태를 이루며 늘어져 있다. 이것은 원주민들
이 세워놓은 일종의 표시물로, 물이 빠지면 에 들어오는 것이다. 비록 덜 뚜렷하기는 하지만, 
만에는 작은 반달 모양을 이루고 있는 바 들도 남아있다. 이 돌살의 바깥쪽 면에서 굴들이 집  

서식하지만, 안쪽 면에서 굴이 드문드문하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흔히 표석 하
나 높이인 이 오래된 돌담을 이루는 바 들을 개 인근 지역의 바 들보다 컸는데, 인디언들은 
이를 직선이나 곡선 모양으로 비교  고르게 배열한다. 
밴쿠버 섬의 ‘깊은 만’(Deep Bay)에서도 돌살 흔 이 분명한데, 일련의 커다란 둥그런 바 들

이 바로 수면 로 나타날 정도의 조수일 때 가장 잘 보인다. 이 섬의 외부 서쪽 연안에 있는 
들리만(Friendly Cove) 남부의 바조 곶(Bajo Point)에서 커다란 만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난 뒤 
남아있는 일련의 돌살이 보인다. 이 해변에도 고  인디언 마을의 유 이 있었다. 비교  어린 

가문비나무들은 한 때 집 마루가 있었던 직사각형 터에서 자라고 있었고, 이제 그 바깥으로는 축
축한 풀이 길게 자란 흙언덕이 자리잡고 있다. 
인디언들의 고기잡이법은 근 사회 어로기술사 발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까지 도달하 음

을 알수 있게한다. 이는 세계 어로기술사의 일반  정황에 견주어서도 세계 인 수 으로 

별되며, 인디언문화의 수 에 한 재성찰을 요구하게 만든다. 더군다나 그네들은 자원의 포획과 
이의 신성한 의례라는 에서도 생산과 제의가 동떨어져있지않은 불이성(不二性)을 온 하게 

획득하므로써 문명의 높은 격조와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더군다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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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에서의 공동체성은 제4세계 문명권의 보편성으로 여겨지며, 한때 한반도의 돌살도 그러한 공
동체성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을 던져 다.

3. 폴리네시언 화와이 왕족들의 돌살;

태평양에서 패트릭 빈톤 커치의 보고

하와이는 략 으로 A.D.1,000년경, 즉 지 으로부터 1000여년 에 폴리네시아인들이 섬에 
들어오면서 역사가 시작된다. 화와이가 오늘날처럼 미국령이 된 것은 1893년에 미국상인들과 선
교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조를 복시킨 뒤로부터이다.12) 하와이는 1989년에 합병되며 1900년
에 미의회에 의하여 법으로 통과된다.13) 일 이 화와이에서는 1830년 이래로 사탕수수 농업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하 으니 자본이 왕조를 탈취하게된 것이다.
버클리  인류학교수로 포에베박물 (Phoebe A.Hearst Anthropology Museum)의 장으로 있
으며 태평양제도에 한 수많은 을 발표한 패트릭 빈톤 커치(Patrick Vinton Kirch)가 을 쓰
고 테 사 바비뉴(Therese I. Babineau)가 지극히 신비롭게 흑백사진으로 연출한 책자에 태평양 
화와이인의 돌살이 잘 드러난다14). 고고학자답게 그의 주 연구목 은 어업 자체에 있기보다는 

선사시 의 화와인들의 역사  궤 찾기다. 물론 그가 말하는 선사시 는 미국이 화와이를 수

하여 문자가 시작되기 이 의 무문자(無文字)사회, 즉 화와이에서의 선사시 는 불과 200-300년 
의 역사도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할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자주 쓰여지는 선사시 의 의미

는 자그 로 ‘문헌기록 없다’는 뜻의 ‘Pre-history'인데 화와이 원주민들의 역사를 무조선 선사
로 잡아나가는 미국학계의 일반  행, 즉 ’제국주의 ‘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 있다. 그
러나 화와이제도에 폴리네시안이 당도한 역사 자체가 일천하므로 선사시 라고 한들 고작 1000
년을 넘지못하는 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하와이제도는 카우이(Kaua'i), 오하후(O'ahu), 몰로카이(Moloka'i), 하와이(Hawaii Big)섬 등이 
태평양상에 집 형으로 늘어서있는 바,이들 섬마다 개 돌살이 해진다. 물고기못 형태가 아
니라 한반도의 돌살과 거의 흡사한 돌살은 몰로카이 남쪽에 치한다. 화와이 돌살은 다음 몇가
지 에서 주목된다.
첫째, 화와이 돌살은 화산활동과 깊은 연 을 맺는다. 이 은 한반도의 제주도 용암과 연계된 

원담의 존재와 일치한다. 하와이는 화산으로 생겨난 ‘태평양의 배꼽’과도 같은 존재이다. 킬라우
에아,마우나로아 등의 활화산은 지 도 분화를 계속한다. 다량의 용암이 자주 뿜어내고 있으나 
마그마(magma)는 성이 작아 술술 미끄려져 흘러가기 때문에 다행히 큰 폭발의 험성은 다. 
용암이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가면,표면이 해수에 의해 속히 냉각되어 유리같은, 마치 베개를 
굴려놓은 것과 같은 둥근바 가 형성되므로 이를 침상용암(枕牀溶岩)이라고 부른다. 돌살은 이들 

12) 하와이가 침탈 당하기 의 오랜 역사에 해서는 Fornader가 구술사로 연작집필하고 하와이국제 학의 Glen 
Grant가 해제를 붙인 다음의 책자를 권고할만하다. 

    "Ancient History of the HAWAIIAN People to the times of KAMEHAMEHA”, Mutual Publishing, Hawaii, 1996. 

13) K.R.Howe, Robert C.Kiste, Briji V.Lal, editors, "TIDES of HISTORY; The Pacific Islands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of Hawai'i Press, Honolulu, 1994.

14) Patrick Vinton Kirch, "LEGACY of the LANDSCAPE ; An Illustrated Guide to Hawaiian Archaeological Sites”, 
Univ.of Hawai'i Press, Honolulu,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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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용암을 이용하여 때로는 자연 으로,때로는 한 인공을 가하여 조성되었다. 
둘째, 하와이 돌살은 반 으로 돌로 막은 ‘고기잡이못’(fish pond)이다. 화산지 의 높은 산

에서 세계 최다 강수량을 보여주듯이 엄청난 물들이 계곡으로 흘러들어 강을 만들며, 그 강의 하
구에 하게 을 막아 웅덩이를 조성하 다. 때로는 화산 함몰지 에 화산암을 통하여 스며

들어온 바닷물이 고여서 형성한 자연  웅덩이도 있다. 이런 웅덩이에서는 숭어 따 를 자연

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양어장에서 잡아내듯이 즉석에서 잡아서 왕족들의 티 등

에 쓰기도 하 다. 
셋째, 하와이군도의 몰로카이 남쪽 바닷가에 규모로 건설된 돌살은 한반도의 돌살과 다를 바 
없이 화산암과 산호암을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축조하 다. 명실상부하게 돌살로 부를만한 것들
이다. 이 경우에도 고기잡이못(fish pond)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돌살은 앞의 양어장같은 돌
살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형 인 돌살(Stone weirs)유형이다. 
넷째, 돌살이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일단 작살을 이용하여 잡는다. 말하자면 고기를 웅덩이
에 몰아넣은 다음에 작살을 이용하는 격이다. 고기를 몰아넣을 때 조수를 이용하여 집어넣고 담 
밖으로 탈출하지못하게 하는 원리는 세계 여느 돌살의 조간  이용법칙과 일치한다. 아울러 
형못에서는 형 후릿그물을 사용해야했다. 고기잡이못이라는 표 에서 주어지듯 물이 많이 괸 

상태에서는 일정한 도구의 도움 없이는 고기를 포획할수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화와이 돌살은 축조연 가 략 으로 밝 져있다는 이다. 두말할 것도없이 폴리네
시안들이 입도한 A.D.1000년 이후에 축조되었으며, 특히 하와이선사시  후기에 집 으로 세

워졌다. 이같은 사실은 역으로 인류 기에 지형  조건만 갖추어졌다면 능히 돌살을 시작했을 

것이란 유추가 가능하다. 동시에,그네들 폴리네시안들이 입도하기 에 자신들의 섬에서도 돌살
어업을 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폴리네시아의 다른 섬에서 하와이로 주민이동과 더불어 
돌살어법도 이동하 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섯째, 돌살을 집 으로 세워나간 선사시 후기는 화와이에서도 도시 집 화가 벌어졌으며 

이는 왕권강화와도 한 련이 있다. 서구,즉 미국 침략 이 의 화와이 역사를 말해주는 구술

사(Oral History)를 정리한 역사책에 다음과 같은 목이 등장한다. 왕조의 구술 역사에 물고기못
이 등장할 정도로 국가통치상 소 하게 다루어졌던 어법이자 기념비  축조물이었던 셈이다. 

카우호라 이마후(Kauholanuima)는 마우이(maui)섬의 호노아우라(Honoaula)에서 생애의 부분을 보냈
는데 그곳에 살면서 제왕  권 를 시험하 으니, 그 에는 지 도 해지는 오네오이오(Keoneoio)에
서 ‘물고기못’을 건설한 일도 포함된다.15)

카라이마 이아(Kalaimanuia)는 그녀의 어머니를 따라서 오하후의 모이(moi)로 갔다. 그녀는 하와이안 
왕족들의 출생지로 유명한 쿠카니로코(kukaniloko)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카 아(Kapaakea),오푸(Opu), 
그리고 이아우(Paaiau)에서 거 한 ‘물고기못’을 건설하 다.16)

당 의 사회  생산력이 낮았던 조건에서 형 돌살로 얻어지는 어획의 안정  확보는 왕권의 

엄을 돋보이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거 한 돌살을 건설하기 하여 막

15) Glen Grant, 앞책, p.71.

16) Glen Grant, 앞책,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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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력을 동원하 는 바, 그 인력동원의 힘은 왕권의 힘과 일맥상통하 다. ‘제왕  권 를 시

험’하 다는 목이 매우 인상 으로 다가온다. 
몰로카이(Moloka'i)의 돌살을 하나의 표본사례로 검토해본다. 거 기업 델몬트와 돌의 인애

농장으로 활기찬 섬이었으나 만·필리핀· 남미의 가공세에 려 낙후된 섬이다. 섬의 반 
이상이 원주민들로서 주로 농업에 의존하며 자연을 지켜가고 있다. 이곳의 물고기못은 한반도에 
형성된 형 인 돌살과 100% 일치한다. 몰로카이 남부해변에는 완만하게 굽은 선사시 의 못

이 있는데 수천개의 무암과 산호석으로 축조되었다. 
‘물고기못은 지를 아름답게하며, 많은 물고기못이 있는 지는 풍요롭다’.
이 격언과도 같은 명언은 19세기 하와이의 학자 사무엘 카마카우가 하와이 해양문명의 핵심을 
짚어서 말한 목이다. 고기잡이에서 어떤 신비  제의성이 돋보이며,이는 태평양사람들의 자연
이기도 하다. 하와이제도의 어떤 섬도 몰로카이만큼 많은 못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으며 아름
다움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않는다. 숫자로야 오하후가 훨씬 많지만 무도 일 이 괴되었으

니 몰로카이의 통어로 지속력은 단히 소 하다. 어도 73개의 못이 코로(Kolo) 서부와 카
나하(Kanaha) 동부 해변의 바람부는 쪽으로 향하여있다. 이들 못은 카우나카카이(Kaunakakai) 
마을로부터 동쪽으로 내뻗는 카메하메하(Kamehameha) 5세 고속도로상에서 굽어보인다. 
태평양의 부지런한 사람들 에서 오직 하와이언들만이 단순 낚시어법을 벗어나서 못을 이용

하여 물고기를 가두는 해양문명을 발달시켰다. 화와이 물고기잡이못인 로코이아(lokoi'a)는 체
로 숭어나 크휘시(milkfish)17)등을 기르는 곳이다. 이들 물고기는 기수 종이라 모두 소 기가 

있어야산다. 옾아에(opae)라 부르는 작은 새우도 주기 으로 잡아들 다. 못 축조는 지역의 지형
 조건과 당한 재료에 달려있는데 부분 돌을 이용하여 해변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반원

형을 그리며 축조된다. 그러한 로코아이의 면 은 100-500 에이커에 달한다. 땅에서 나온 화산돌
과 해변의 커다란 산호석으로 돌담을 쌓는데 만조에 맞게끔 2-3피트(약 60-90cm) 높이로 축조한
다. 한두군데에 수문을 터주어 바닷물이 조류에 들어오고 나가게끔 한다. 설치된 나무 은 작은 

물고기가 못으로 날라들수있게하며 반면에 큰물고기가 도망치지 못하게한다. 고기들은 주기 으

로 잡히며 보통 고기를 끌어올리는 커다란 후릿그물을 이용한다. 
로코이아 축제는 상당한 노동력을 요하며, 긴 돌담축조에 필요한 수천개의 돌을 끌어올릴수 있
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수 있는 추장들이 주동이 되어 만든다. 그러나 일단 축조가되
면 문 인 몇사람에 의해 지극히 효과 으로 운 되며, 추장을 해서 일하는 일가족에 의해 
운 되기도 한다. 잡힌 물고기들은 추장과 식솔들을 하여 사용되며 일반에게는 지극히 일부만 
주어질 뿐이다. 앞의 인디언문명과 달리 어떤 국가  왕권이 확립된 사회의 층 가 엿보인다. 
몰라카이의 부분의 못은 로코 큐아 (loko kuapa)형이다. 그  몇 개는 지 도 사용되고 있

으며 부분은 폐쇄되었다. 조석이 낮을 때는 태풍으로 괴된 의 잔흔을 볼수 있다. 화와이제
도에서의 못 축조가 오래되었으며, 못의 부분이 역사시 가 열리는 침략기(A.D.1000 - 유럽인 
기)에 건조되었음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잘 인식되지 못하 다. 

몰로카이 같은 섬에서 이루어진 이같은 규모의 돌살들은 화와이 선사시 의 후기에 도시집

화와 계서열의 강화와 깊은 련을 맺는다. 그리하여 돌살을 설치할수 있는 조건만 맞는 곳이
라면 어데서건 돌살을 세워나갔다.18)

17) 태평양과 서양에 서식하는 열 성 식물고기로 은빛이 아름다우며 장물고기로 매우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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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태평양에서 오키나와제도, 아마미제도에서 큐슈 아리아케까지 :

일본에서의 보고

태평양의 어로기술에 한 연구는 국제 으로 일본이 가장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 일본의 국
제  연구수 을 말해주는 목이다. 그런데 일본의 태평양에 한 지 한 심은 자신들의 

역이 오키나와를 포함한 북태평양의 일원에 걸쳐있다는데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일 이 독

립왕국 류큐를 자신들의 반식민지로 만들었다가 종내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류큐처분’으로 자국
에 편입시킨 역사 자체가 일면 불순하며, 20세기 들어와서도 태평양을 향한 일본의 야망은 끊임
이 없었다. 이른바 동아공 권에 한 환상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
의 태평양에 한 깊은 심은 순수한 학문  입장도 있겠지만 동시에 해양제국을 지향하는 일

본의 오랜 지향 과 맞물린다. 
폴리네시아 제도의 심부인 마와네시아의 산호 제도에서는 석타(石打)어법이 해지고 있

다.19) 해안에 길게 인공 인 띠를 이룬다. 야자나무 같은 흔한 재료를 엮어서 다리기를 하듯이 
길게 만들고, 그것으로 해안에서 말굽형으로 둥 게 웨워싼다. 100여명의 남녀노소가 총동원되
어 바다를 둘러 막는다. 원은 수백m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크기이다. 원 밖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배를 타고 꽝 거리면서 끈에 매달은 돌멩이를 수면에 들이쳐서 고기들이 놀라게 한다. 고기들
은 갈피를 못잡고 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수렵에서의 몰이를 연상하면 좋을 것이다. 일단 고
기들이 원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사력을 다하여 고기를 해변으로 내몰게되며 직  손으로 

고기를 잡게된다. 물론 이같은 통어법은 돌살과는 무 하다. 그러나 그물이 발달·보 되기 이

에 원 인 야자수잎그물을 보여 다는 에서, 그리고 둥 게 원을 만들어 고기를 몰아넣어 

잡는다는 에서 돌살의 기본 원리와 연계되는 의미심장한 어법이다. 
 멜라네시아의 피지제도에도 돌살이 분포한다. 다소 경사진 모랫사장에 말굽형 돌살을 설치하
고 들물에 들어온 고기가 날물에 잡힌다. 피지제도는 개 모랫사장으로 해변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타원형이나 일자형 돌살은 불가하며 이같이 말굽형으로 만든다. 해면의 기울기가 지극히 
완만하기 때문에 돌살이 담벼락같이 높을 이유가 없으며 앞의 미크로네시아 돌살처럼 쌓는다.20) 

 태평양 어업에 하여 많은 심을 기울이는 나라 의 하나인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
처럼 일정한 연구사 진척이 이루어졌다. 물론 돌살 자체보다는 보다 포 인 어민문화사 연구

라는 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다.21) 倉田亨은 조간 의 건간(建干)어법에 하여, 
‘건간어법은 어로기술사상에서 말하자면 기 인 것이다. 어법 개에서 가장 원형으로서의 

치를 가지고 있어서 요하다.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어법으로 간조시에 해안선(수면)이 깊
은 곳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개되었다. 만조시에 들어오는 물고기들은 모래해변과 들어오는 원
리를 이용한다. 나무나 망을 가지고 반월형으로 막아서 조수간만 차가 작을 때와 간만에 의한 

해안선 이동이 들어나는 곳에 세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어구발달사에서 건간어법을 원  

18) Patrick Vinton Kirch, "on the ROAD of the WIND ;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the Pacific Islands before 
European Contact ”, Univ. of California Press, 2000, pp.290-298.

19) 石毛直道 編,『民族探險の旅』, 學習硏究社, 東京, 1976, pp.134-137.

20) "ATLAS OF THE OCEANS”, Mitchell Beazley Limited, London, 1977.

21) 大島襄二編,『魚と人と海』, 일본방송출 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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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으로 정의하 다. 그는 건간어법의 기술  개가 계보론 으로 동남아시아, 륙남부의 습

윤한 해안지 를 기 으로 하나는 륙연안의 섬으로 래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륙 내부로 

농경문화 가운데로 되었다는 문화 론을 주장하 다.22)

 '석간견'(石干見)은 원칙 으로 말굽형의 석을 쌓아서 축조하며, 인도양에서 토 스해 까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석간견이 보인다고 하 다. 토 스해 의 돌살 역시 한반도의 것과 다를 것

이 없다. 아래 사진은 토 스해 의 조간 에서 남녀가 합심하여 돌담을 보수하는 모습이다. 사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소유와 리 행을 보여 다. 맨 아래쪽의 사진은 단리섬의 말굽형 
돌살의 원경이다. 돌이 없는 사질 조간 에 돌을 운반하여 말굽형으로 돌살을 쌓았음이 확인되

며,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일본인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돌살의 난방기원설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음 에 설명하겠지만,돌살이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오키나와제도, 북쪽으로 아미미군도, 
그리고 큐슈 서쪽까지 분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일본인 연구자들의 돌살에 한 
심은 오키나와제도와 아마미군도, 큐슈 서부해안에 이르는 일명 쿠로시오 해류권역이다. 오키나
와제도의 돌살은 일 이 리 알려져왔으니 오키나와로부터 아마미제도를 거쳐서 가고시마, 그
리고 큐슈의 나가사키, 고토열도까지 돌살들이 띠를 이루며 다수 분포된다. 이러한 돌살의 문화
지리  분포권역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쿠로시오(黑潮)해류23)의 분포권역과 거의 일치한다. 
쿠로시오해류가 에서 올라오면서 어로기술상의 분포도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일본 
자체로만 본다면 흑조문화권(黑潮文化圈)이라고 할만하다.24) 쿠로시오는 멀리서보면 남홍색(藍
紅色)이고 가까이서 보는 물은 한없이 맑은 록빛이다. 물이 맑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하지 않
아 멀리서는 검게 보일 뿐이다. 열 지방으로부터 쿠로시오를 거쳐 일본에 이르는 매우 맑고 아

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 지만, 이러한 문화 론  가설을 일본 자국 이내에, 혹은 일본과 연 된 태평양상의 연

성만 놓고 본다면 일정한 일 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공박이 가능한 목이다. 본 책의 
앞 에서 다룬 바 있는 북극권에서의 돌살, 밴쿠버 인디언들의 돌살도 된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가 맞으며 독자  발 으로 규명된다. 더 나아가서, 국이나 한반도의 내륙에서 강가에 

설치하 던 돌로 쌓은 어량들도 자생 인 기술들이다. 일본학계에서 주창하는 문화 론의 제

한성을 지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에서 돌살에 심을 깊게 표명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와 비슷한 연 에 걸쳐있다. 생
태환경의 변으로 돌살이 소멸·축소되면서 소 한 가치가 새삼스럽게 재평가되는 측면과 부합

된다. 국내에서의 돌살에 한 심이 개 민속학상에서 통어로기술사  측면에 을 맞추

고 있는 반면에 생태어법이란 측면에 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필자가 오래 부터 강조해

온 목과도 일치한다. 그러한 에서 한일 양국은 돌살에 한한 상호 내  연계는 없는 상태에

서도 나름의 공동  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본 연구의 개의 경향성은 지나칠 
정도로 태평양으로부터 오키나와 , 오야마군도,일본큐슈에 이르는 일맥의 선을 강조하다보니 한
국에 지천으로 려있는 수많은 돌살들, 그리고 여타 외국의 돌살들과의 비교는 고려하지 않고

22) 앞책, p.67.

23) 茶圓正明·市川 洋,『黑潮』(かごしま文庫71), 春庭堂出版, 鹿兒島市, 2005.

24) 日高 旺,『黑潮の文化誌』, 南方新社, 鹿兒島市,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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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매우 뚜렷한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학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네들의 성과를 십분 받아들여 우리 역시 잠시 동안이나마 오키나와로부터 큐슈까지 긴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큐슈 서부에서 아마미군도,오키나와제도까지의 돌살들25)

 지역  세부 지역 지역명칭(folk term)  비고 
오키나와(沖繩)제도 본토 쿠니가미손(國頭郡) 나가키(ながき,石垣) 락공동체 아리(アヅ) 공동노동
오키나와제도 구메지마(久米島) 가 (ガキ, 垣) 8개 지역별 명칭 존재
오키나와제도 미야코지마(宮古島) 본섬 가키 

오키나와제도
미야코지마의 

시모지지마(地下島)
가키(魚垣,魚の石垣 
‘潮垣’),나가키(ながき)

오키나와제도 코하마지마( 병島) 나가키(ながき)

아마미(奄美)군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가
로지마(加計呂麻島) 
목자(木慈)어  

삼포(三浦)어

가키(がき)
섬의 북부, 마을공동 리  음력 

5월 5일 공동노동 

아마미군도

....................................
아마미군도

아마미오시마 

가사리 (笠利町)  

다쓰고 (龍鄕町)
...............
토쿠노시마(德之島)
송원(松原)

海垣,하쟈마(ハジャミャ),
하지바(ハジバ)
...............................
 
海垣,하쟈마(ハジャミャ),
혹은 하지바(ハジバ)

 

섬의 남부, 개인 소유

................................................

 

아리아 (有明海)
나가사키 (長崎縣) 
다카키(高來町) 水之浦 

수키(スキ) 이사하야만(諫旱灣) 간척지 일

아리아

나가사키  

타카키(高來町)와 
코나가이( 長井町) 경계지

수쿠이(すくい). 혹은 
석간견(石干見), 즉 
이와호시미(いわほしみ) 

이사하야만 간척지 일

 (2006.주강  작성)

재미있는 것은 한반도의 제주도에서도 원(垣)이란 돌살 명칭이 분포된다는 사실이다. 류큐도 
한자문화권이므로 원이라는 한자를 은 당연히 이해되지만,같은 한반도 내에서도 육지부는 원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만 떼놓고 본다면 쿠로시오해류권의 돌살 명칭과 한
문표기에서는 같음을 알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할 것은 제주도 내에서도 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과 갯담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 별도로 존재함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일치 을 찾는 것은 정

당하지만 같은 제주도 내에서도 이칭이 병존함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즉, 문화  친연성

을 강조하면서 어느 하나만을, 가령 원담과 갯담이란 두가지 명칭 에서 원만을 선택하여 친연
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험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같은 한자문화권인 류
큐에서 ‘원’을 쓰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원’을 쓰고 있음은 문화사 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25) 아라아  해변만해도 200여개의 돌살이 존재했다. 본 자료는 필자가 확실하게 확인할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 통

계를 뽑았으며, 본 책에서 설명이 이루어진 돌살만 정리하 음을 밝 둔다. 따라서 면 인 통계치는 일본학

자들의 몫일 것이고, 그네들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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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해양문화의 세계성과 종다양성 

이 연구는 생태친화 인 서술의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성 인, 특히 ‘수입학’ 인 생태

학 범주와 계보에 머물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세계 민 들이 오랜 세월 창조하고 경험· 용시켜
온 민속지식(folk-knowledge)에 기 를 둔 생태학의 원형질(arche-type), 즉 ‘민속과학’이라할만
한 것들이다. 에스키모인들은  하나를 가지고도 수십가지로 표 한다. 그래서 의 녹고 내림
만 보고도 자연의 이상변동을 쉽게 감한다. 그러나 의 과학자들은 방 한 인력과 실험기

자재 없이는  앞에 일어날 일도 견하지 못한다. 바닷가에서 돌살을 운 해온 어민들은 비

스트로스가 지 한 바데로 ‘야생의 사고’를 간직한, 이 연구를 가능하게한 ‘1차  작권자들’이
기도 하다. 
지 의 약탈  ‘싹쓸이어법’은 지속가능은커녕 리처드 리키와 로  르 의 표 데로 ‘제6의 멸
종(The sixth Extinction)’을 가져올수 있다. 안으로 산업 어업을 축소·지양하고자 노력이 일각
에서나마 실날같이 시작되고 있다. 토착  고기잡이법에 기 한 지역  삶의 종다원성은 곧바로 

생태어법의 명사다. 그러한 종다원성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문화  종다원성의 문제이기도 하

다. 같은 돌살도 서해와 제주도가 다르며, 한반도와 태평양의 것이 다르다. 그런데 다르면서도 같
기도 하여 각이한 역사와 환경 속에서 자라난 문화들 가운데서 문화  친연성이 확인되기도 한

다. 상이한 문화와 환경  조건이라고 표 하지만, 자연을 약탈의 상으로 보지 않는 환경친화
인 문화, 물·썰물의 자연  순환에 의탁하는 조간 환경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문화와 

환경이 되는 것이다. 세계문화라는 이름의 단일주의 ·폭력  세계성이 아니라, 문화  종다원성

에 기 한 통  세계문화의 공통분모 안에 돌살이 놓여지고 있는 셈이다. 
갯벌,사구,석호 등의 조간 는 육지에서 가깝다는 죄로 인간의 탐욕스런 손길에 가장 먼  침

범을 당하 다. 물고기는 제일 먼  연근해 조간 에서부터 사라졌다. 그 결과 돌살,어살 등 다양
한 이름의 통  조간 어법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한 조건에서 책제목을 ‘신이 내린 황 그

물’로 명명한 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에 근거하고 있으니, 70%가 물로 이루어진 수
구(水球)인 지구에서 인류 태 의 황 그물의 시 를 희구하는 바램이다. 수산학자 란트의 표
을 빌리자면,돌살은 ‘살아있는 인류의 화석’이니 신화시 의 비 을 간직하고 있는 황 그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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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과 어촌, 수산업의 현실과 미래

국회의원 이 영 호

수산학박사, 해양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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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I. 머리말

국제화, 개방화 논리가 세계경제의 주요한 기조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 수산국들의 수산물들이 
우리나라 수산시장을 공략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생산의 최 선인 어 의 경쟁력 강화가 무

엇보다도 실한 시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르는 어업보다는 잡는 어업의 비 이 높고, 단순하고 은 수의 수산가공
식품과 랜드화, 단기지향 인 어 정책과 정부의 지원제도, 경쟁력 있는 업종의 육성  양식
기술개발 부족 등 작게는 일반 어 을 비롯해서 크게는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래지향 이고 비  

있는 수산정책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어업인의 생활기반인 어 은 정주환

경의 열악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심화,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개별 어가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 한 생산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실정이다. 
재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화, 개방화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어 은 지 의 보다 더욱 더 심

각한 기에 직면할 것이며 그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여 국가 인 차원에서는 어 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 한 과제로

서 다양한 수산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 인 어  육성방안의 수립과 구체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49

인 지원방안 결정, 어 지역 정보화 사업  어업인 정보화 교육과 지속 인 어 경 의 컨설

사업 추진, 지역 특성을 살린 어업  양식업종 육성과 지속 인 기술 개발, 어업 실을 고려한 
련 법규  제도의 정비, 어 의 활성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 향상 방안, 수산물 랜드화 
추진, 민 학이 연계가 된 지속 인 연구  력체계 구축 등을 지속 으로 추진하여 국제 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어업인들도 재 어 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자주 인 응 방안을 모색

해 나가야 한다. 구체 으로는 종래의 무분별한은 조업행 의 근 , 지역 특성에 맞는 어업질서 
확립, 어업경 의 건 화를 한 자율어업의 시행 등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주 5일 근무제의 시행과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한 심  욕구가 증 됨에 따라서 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 , 해양 , 지역상품 등의 개발을 통해서 안정 인 소득원을 창

출하고, 더 나아가 지역 호텔  숙박업소, 기업, 포 등과 연계된 지역 상품의 개발과 지역 

랜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어 의 특성을 반 하여 선택과 집 의 원칙에서 실시된다면 어 의 

생산기반이 확충되면서 안정 인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 어 이 당면한 문제에 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해서 

수산업과 어 의 황을 진단하고 각 분야별 수산정책 발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시  패러다

임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는 어 을 만들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어촌과 수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90년  반까지만 하여도 946천㎦의 넓은 수역에서 연간 330여만 톤
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국민 1인당 45kg(순가식기 , 비가식부분 포함시 70kg)의 수산물을 공
하여 동물성 단백질의 반 정도를 수산물에서 섭취하 으며, 수산물 수출도 17억＄을 달성하여 
10억＄ 내외의 흑자를 유지하 고, 어업경 체도 매출액 어업이익률이 20% 이상에 달하여 경
이 안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1990년  후반에 들어와서는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우리나

라 수산업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 특히 1994년 UN해양법 약 발효로 151개 연안국  123개국
이 200해리 배타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여 해양 체 면 의 36%와 조업수역의 90%가 연안
국 할로 귀속되었다.

1995년에는 UN공해어족보존 정을 통해 나머지 10%의 공해어족(경계왕래어족  고도회유
성어족)에 해서까지 지역수산기구에서 련 어족의 보호와 리 책임을 담당하게 되면서 공해
상 어업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 고, 아르헨티나, 칠 , 페루 등은 자국법을 200해리 머까지 
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러한 수산자원의 자국화 주의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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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무역자유화 확 에 따라 세인하(철폐), 보조  감축  수출입 차․ 생 등 비

세제도의 WTO 정일치 요구가 강화될 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으로 근해어장은 면 이 반이상 축소되었으

며, 연안어장은 무분별한 간척․매립사업, 과도한 어획노력 투하, 양식업의 과다 식  자가오

염의 심화 등에 기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는 물론 어장 생산성이 격히 감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선 톤당 생산량도 1980년 3.6톤에서 1999년에는 3.1톤으로 감소하 고 2000년에
는 2.7톤~2.8톤 수 으로 감할 것으로 망된다. 이와는 달리 수산물 수입량은 1994년 506천 
톤에서 1999년에는 746천 톤으로 늘어나나는 등에 기인하여 어가소득은 농가의 90% 수 에서 

83%로, 매출액 어업이익률도 20%에서 10% 이하로 격감되었다.

그리고 1999년까지만 해도 315천 명에 달하던 어  인구가 2001년에 23만 4천 명, 그리고 
2002년에는 21만 5천 명으로 속히 어들고 있어 그 동안 우려되던 어 의 공동화 상이 더

욱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  인구의 속한 감소는 첫째 수산자원의 속한 감소에 의한 소득 

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환경의 열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시하는 
교육 여건의 낙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요인  먼  수산업의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에 타결된 한․ , 한․일 어업 정으로 인

하여 어장은 폭 축소되었고, 연안오염과 간척매립 등으로 어업자원의 지속  감소 상과 어장

생산성의 하락하고 있다. 어업생산은 1990년  까지는 350만 톤까지 지속 으로 늘다가 2001
년에는 267만 톤으로 감소하여 재 이 수 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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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어업비용의 격한 증가,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魚
價정체 등으로 <표 2>와 같이 어업소득은 한 자리 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어가와 도시
근로자  농가와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2001년에는 농가의 93%, 도시근로자의 71%
에 불과하며 동기간 소득의 연평균증가율도 도시근로자 가구 보다 낮은 편이다.

III. 어촌발전 및 수산업의 목표

우리나라 수산업 어  발 의 최종목표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수산자원을 최  지속 으로 

이용하여 수산식량을 안정 으로 공 하고, 어 에 살고 있는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해서는 첫째,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도록 안정 이고 지속  생산과 자립 인 어업경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유통․가공 체제를 확
립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제고하고, 셋째, 어 지역을 사람이 사는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고 어업경

체의 체질을 바꾸어 건 한 마인드를 지닌 산업주체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경 우리나라 수산물 수요를 재와 같이 1인당 70kg(비가식부분을 포함한 총량기 ) 내
외로 볼 때 344만 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제수산 환경과 한․ ․일 3국의 새로운 어
업질서의 확립, 재 수산자원 수  등을 고려할 경우 국내 생산 공 은 270만 톤(연근해 120, 
원양 55, 양식 95)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상된다. 
한 일본, 국의 경제성장, 수 망 등을 고려할 경우 국내 생산공 이 국내 수요량에 

으로 부족하더라도 100만 톤 정도는 수출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망되어 국내 수요 부족분
인 174만 톤은 수입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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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산정책 전개 방향 

1.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수산자원의 지속  안정  이용을 도모하기 해 체계 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수립과 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민 학연 모두가 참여한 해역별 원회 구성  수산자원회복업무 

담조직인 ‘수산자원회복 ’을 설치․운 해야 한다. 한 자율 리어업의 국 인 확   활성

화를 통해 정부주도의 어업자원 리를 어업인 자율 인 어업자원 리로 환함으로써 단순한 마

을어업 등의 지역 심에서 어종별․해역별․업종별 공동체로 확산시킨다. 이를 해서는 자율
리어업공동체를 확 하고 자율 리어업의 질  성장을 한 어업인 교육․홍보의 강화가 제

되어야 한다. 
한 극 인 수산자원의 조성을 해 해역별로 특성에 합한 종묘방류와 인공어 사업을 

종합 으로 수행하고, 해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바다목장 5개소를 완료하여 국 으로 확산

시켜 나간다. 그리고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보완하여 상 어종을 진 으로 확 시켜 나

가야 할 것이며 이를 해 연근해 자원상태에 한 과학  조사․분석을 한 자원조사  용

선 도입, 과학장비 등을 확충해 나간다. 한 지속  이용 가능한 정 어획강도를 유지하기 

해서 연안어선에 해서도 선복량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어획압력이 큰 업종
의 어구사용량 등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2.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1) 자원회복  경쟁력 확보를 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연근해 어업의 체계  개편으로 유사업종의 통합과 불필요한 업종의 폐지로 행 71개 업종을 
53개 업종으로 재편하고 근해와 연안어선의 분류기 을 10톤으로 일  조정한다.  1단계 근해
어선 감척(2004년까지 2,052척)에 이어 2단계로 연안어선을 2008년까지 연차 으로 연안어선의 

10% 수 (6,300척)감척하고 입찰제를 도입하여 감척사업의 계속성을 해 나감과 동시에 
WTO-DDA 상결과에 따라 정한 어획노력량을 유지하기 해 연근해어선에 한 추가 감척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2) 양식업의 구조조정  시설 화

양식업의 안정 인 생산 품종을 확보하고, 재해 빈발해역에 한 어장개발을 억제하기 해 양
식면허 갱신시 최  20%까지 축소하여 재면허하고, 2010년까지 양식어장시설 10%를 정비한다. 
한 육상 양식(종묘생산)어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내 성 가두리시설에 태풍에 강

한 PE재로 교체 지원  외해 가두리(내 성, 수 )양식을 개발하여 참치 등 새로운 고소득 품종
의 양식을 도모해 나간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53

3) 원양어업 구조조정

외국수역에 한 지속  안정  입어를 한 교섭을 진행시켜 나가고 신규어장의 개발, 노후어
선에 한 신조 체지원을 통해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경쟁력이 약한 업종  노
후 원양어선에 한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3. 선진 어업질서의 정착

1) 어업질서 확립을 한 불법어업 근 책 지속 추진

장 심의 실효성 있는 계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원남획 등 자원에 향이 큰 업종

의 불법어업부터 단계 으로 근 한다.  불법어로 행 에 한 벌칙을 상향 조정, 불법어선 계
류조치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상습  반행 를 방지한다. 
한 어업질서 확립을 한 지속 인 어업인 홍보 략을 마련하고, 합법어선에 의한 명 감

시 활성화 등 자율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수산자원보호 명 감시선의 지정 확 ’, ‘불법어업 없
는 마을’ 선정 등의 어업인의 극 인 참여 분 기를 확산시킨다. 그리고 국어선 우리 EEZ 
침범 단속, 서해 NLL 등의 해역에 해 지도선, 해경․해군함정을 집  배치해 나간다.

2) 지도단속 장비확충  화

악천후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어업지도선을 연차 으로 확충하고, 어업지도선 건조시 고속단
정, 자해도시스템, 야간 측장비, 물 포 등 첨단장비를 탑재시킨다.

4.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추진

1)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바다조성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를 훼손하는 수  폐기물을 제거하여 연근해 주요 어장에 한 수

폐기물 실태조사 후 체계 인 수거사업을 실시한다. 조업  인양된 해양쓰 기 수매제를 확  

실시하고, 수산물 생산해역 생 리를 해 국을 약 60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차 으

로 생등 을 설정한다.

2) 친환경 인 어구․어법개발  내수면 생태계 보

망어구에 한 치어 탈출장치를 고안하고, 선택  어종만을 어획할 수 있는 친환경 인 어구․

어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어업노동력 부족을 감안하여 생력화 기술을 연구 개발해 나간다.
내수면에 해서도 수계별로 내수면 어종에 한 정확한 생태계 조사 기반을 확립하고, 토속어
종(고유종)의 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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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의 신속 응  방제강화

친환경  조 구제물질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인공 성  표류부이를 이용한 조 이동․

확산 측 모델 개발로 조 방능력을 증진해 나간다.

5.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의 산업의 육성

1) 수산물의 웰빙식품으로서의 인식제고와 마  강화

수산물의 홍보강화와 단계별 안정성 조사체계 구축으로 수산식품=웰빙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
산이력제 도입․확  등 수산물 생 리 강화  검사 장비 확충  양식장 HACCP 도입을 추
진한다.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와 품목별 공동 랜드를 개발․보 하고, 수출상품 개발  해
외시장 다변화를 한 해외 마  활동을 강화하고 김, 미역 등 해조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등 세계일류상품의 추가 발굴에 노력한다.

2) 수산물 유통․물류 체계 개선

산지  소비지 시장을 지역특성에 맞는 거 시장으로 육성하고 수산물 물류 표 화 등 물류

체계를 개선하고 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 한 부산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유통 심기지’로 
조성하여 수산물도매시장과 종합가공단리를 2010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도매시장 내에 ‘국제수
산물거래센터’의 개설로 국제  수산물류 심지로 육성한다.

6.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1) 쾌 하고 살기 좋은 어 ․어항의 종합 개발

어 인구 유입을 한 어 기반시설 확충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하여 2013년까지 225개 
권역을 개발하는 어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응한 다기능종합어

항을 집 개발하고 어 과 어항을 종합 ․체계 으로 개발한다.

2)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한 어  육성

생산기반 주의 사업자원을 기반 지원으로 환하여 ‘아름다운 어  찾아가기’ 행사 추
진  어업인 교육을 실시한다. 어  심의 어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해양 와 연

계한 유어 낚시 리제도를 마련하여 어류양식장을 낚시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어업을 육성한다.

3) 어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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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연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 하고 기 생활보장 재원을 마련하고 어 에 

기본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한 교육비 부담 경감과 어 교육 환경 개선을 한 지원을 강화

하여 유치원 무상교육  ․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 하고 고교생의 학비 액지원  학생 

학자  무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7. WTO/FTA협상 대응

1) WTO/FTA 상에 극 처

WTO 상에 있어 수산보조 의 규제범 를 최소화하고 수산물이 무 세화 상에 제외되도

록 공조국과 력을 강화하고 FTA 상시 국내수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 한 상을 추진한다.

2)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  자유무역 정(FTA) 련 어업인 지원 책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이와 련 지난 2004년 1월 수산업 어 종합 책(2004~2013년)을 수립
하고 이의 반기 5개년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수산진흥종합 책(2005년~2009년)을 추진 에 

있다. 하지만 2006년 4월말까지 WTO-DDA 상 세부원칙이 확정되고 7월말까지 각국의 이행계
획서가 제출되리라는 계획에 의거하여 어업인 지원 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짓기로 했다. 
따라서 국내 연구기   학계의 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 어종별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 어업인 지원 책을 단계별로 마련해야한다.

우선 모든 업종을 경쟁력 여하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한 후 △경쟁력이 약한 하  업종은 업 

 폐업에 다른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업종은 휴어제 등 어업생산기반 유지에 주력하고 

△경쟁력 상  업종은 수요개발이나 공격 인 홍보강화 등을 펼쳐야 한다.

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속하게 변하고 있다. 정부의 수산정책도 
어업인들도 변하는 국내외 환경여건에 따라 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하며, 한 앙정

부의 일방 인 하향식 보호주의 정책추진 방식과 권한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은 수

산업은 시정되어져야 한다. 

기업형 어업에 하여 어업인 스스로 제거 할 수 없는 큰 장애요인은 정부가 제거하되 그 다음

에는 철 한 시장경제원리를 용해 나가는 반면, 소득어업인의 생계형 어업과 어  어업인의 

생산․생활기반개선은 사회복지  에서 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 하에 첫째, 수산자원의 지속  이용  자립 가능한 어업구조 구축을 해 수산자

원 수 에 맞도록 어업세력을 감축하고 감척 후의 자원 리기능을 강화하며, 어업인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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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리형 어업체제를 도입하고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을 고립시켜야 할 것이며 자원조성사업과 

깨끗한 바다환경유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양식업의 근본  문제해결과 질  도약을 하여 정부 역할과 민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

하여 정부는 고비용․ 효율 체제의 개선, 생산성․품질향상 그리고 가격안정에 주력하고, 양식 
어장개발 한계수심 확  등 민간의 기업  경 체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해서는 생산자․수  등 산지유통기능을 변화되는 신유

통체제에 맞게 개편하고 소비지 도매시장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는 동북아 수산물 유통 거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어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육성을 하여 어항을 생산․생활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수산자원을 감안한 신규 진입을 제한해 나간다. 그리고 어업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고 유능한 
후계자의 진입과의 조화를 해 비능률 어업인의 퇴출을 유도하면서 어업인후계자 20,000명을 
조기 육성하고, 수산 련 모든 정보를 한 에 볼 수 있도록 수산행정 종합정보체제를 조기에 구

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산업은 인류의 요한 식량산업으로 그 산업  역사가 길다. 한 식량의 공 과 고용의 확

, 경제  자원지 의 창출을 통하여 해양산업의 발 에 기여해 왔으며, 뉴 니엄 신해양질서

의 두와 함께 인류의 미래산업인 해양산업의 발 에 수산업의 역할이 한층 기 되는 시 를 

맞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이 통  식량산업과 미래 해양산업의 추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해

서는 발  단계별 산업간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는 

산업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시  패러다임에 순응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건강한 생태환경의 보존과 자원  환경

향의 최소화, 국제수산 질서에 순응하는 어업 리체계를 구축하여야하고, 지속  생산기반과 

신뢰할 수 있는 안 한 식품의 안정된 공 체계를 통하여 사회경제 으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수산업의 안정된 산업기반을 확 하고 양질

의 투자와 고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여 산업  상을 강화하고, 수산자원과 환경에 조화로운 
어업세력을 조 할 수 있는 어업 리의 기능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 수산식품이 단순한 1차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기능성식품, 마린바이오 기 식품으로서 

부각될 수 있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폭발 으로 증가하는 인류의 미래식량에 

한 안을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바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수산업의 실이 암울했던 것은 수산업의 요성에 한 간과에 있으며, 수산업을 육
성시킬 강력한 의지가 미흡하 기 때문이다. 수산분야는 정책우선 순 에서 늘 뒷 으로 리고 

있고 수산정책은 방어 이고 수세 인 입장이었다. 앞으로는 무한한 수산업의 가능성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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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 한 분야별 수산정책을 유기  장기 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래

가 있다고 본다. 역설 으로 기는 도약의 발 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수산

업을 정립할 시 가 到來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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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변화와 자연재해

오 임 상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요약문

지구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의 변화가 세계의 도처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과학자들을 포함한 

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동떨어진 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변화가 해양의 작용  해양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그 심이 크
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하는 지구환경은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들의 육상  해양 생태 환경을 
바꾸어 놓고 있다.
본 논문은 지구에는 어떠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왜, 어떻게 일어나는
가?  이러한 변화는 우려할 만한 일인가하는 등의 문제에 해서  지구 인 차원에서 돌아

보고 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극지방의 가시 인 상들을 조명해보며 이러한 변화가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나아가서는 이와 연 된 태풍의 진로, 크기, 빈도 등에 한 변화, 그리
고 황사의 발생빈도,  강도 등의 향에 해서도 살펴본다. 한 본 연구는 이러한 지구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근처에는 어떻게 향을 미치며, 우리는 어떻게 처해야 하나 등에 해서 주
안 을 둔다.  

결  과

1. 지구온난화

1) 지구온난화가 수증기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기온 상승으로 연결되는 되먹임 상이 
계속된다면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온실 가스
의 효과는 수증기가 70%, CO2가 25%, CFC가 11%, CH4 gas가 5% 등이다.

2) 지구 환경 변화 규모로 볼 때 바다의 역할은 오히려 짧은 시간 규모이다. El Nino & 
Southern Oscillation은 그 주기가 10년 이내이다.

3) 지구온난화 율은 과거 100년간에 매우 높다. 여기에는 자연 인 증가도 있으나 인 인 요

소의 비 이 더 크다. 

4) 과거 30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추세가 하다.

5) 수치실험의 부분의 결과가 재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을 측하고 있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59

2. 온실가스 증가

1) 1950년 이래로 기  CO2의 양이 증하고 있다.

2) CO2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 후에도 수온과 기온은 안정되나 해수면 상승은 계속된다.

3) 지구온난화와 련한 악 기상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4) 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징후는 여러 곳에 나타난다.
   ⅰ) 극지방 얼음양의 감소하고 있다.
   ⅱ) 과거 30년간의 북극지방의 반 인 특히 하 기 얼음양의 격한 감소한다.
   iii) 호주의 Hot summer day/night 수가 증가하고 cold winter day/night 수가 감소하고 있다.

3. 지구온난화에 의한 태풍의 특성변화

1) SST의 증가인한 태풍의 발생빈도, 지속일수 증가하고 있다.

2) 약한 태풍의 발생 빈도는 별로 증가하지 않으나 Category 4, 5 의 강한 태풍은 그 발생회수
나 지속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3) 특히 과거 15년간 북태평양의 Category 4, 5 태풍의 발생빈도가 히 증가하고 이것은 이 

지역의 SST와도 한 계가 있다.

4) 2080년까지의 측치에 의하면 해수면이 44cm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며 미국 동부 해안  
멕시코만의 습지가 침수할 것이며 지 해  동남아시아 일 는 5000만 이상, 동아시아나 
아 리카는 1000-5000만 명의 인명이 험에 처할 것으로 상된다. 

4. 우리나라의 현황

1) 과거 90년 동안의 연평균기온  최고치, 최 치 모두 증가하고 있다.

2) 겨울철의 온도증가가 여름철보다 훨씬 크다.

3) 제주 고산에서 측한 자료에 의하면 과거 15년간 CO2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4) CO2농도는 계 별로 , 가을에 높고 가을, 겨울에 낮은데 이는 계 풍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겨울철 화석연료의 사용이 큰 원인이 된다.

5) 태풍의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더 큰 차이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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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근해의 해표면 온도(SST, Sea Surface Temperature) 

1) 1900년 이래로 SST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최고 0.87℃/dec SST 상승률을 
보 으며 이 값은 세계 해양  가장 높은 값이다. 

2) 이것은 동아시아 겨울철 몬순 상의 약화에 기인한다.

3)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지속 인 약화에 그 원인이 있다.

4)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한 겨울철 시베리아 지역의 지표 온난화 상과 무 하지 않다.

6. 황사(Yellow Dust)

1) 최근 그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몽고와 국서부지역의 사막화가 원
인이다.

2) 지구온난화가 이 지역의 사막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목축업 등의 인 인 향도 무시할 

수 없다. 

3) 연구 력, 자료공유 등 국제공조를 통하여 정확한 보도 가능하다.

7. 지진해일

1) 지진은 보가 쉽지 않으나 지진해일은 지진발생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보  피가 가
능하다.

2) 우리나라도 지진  지진해일의 안 지역은 아니다. 오히려 동남아 지진같은 규모의 지진이 
오끼나와 해구 근처에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 동남아 강진  지진해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결  론

철 한 사  조사와 비를 통해서만 자연 재해를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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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ol & Corell,  Avoiding Dangerous Climate Chang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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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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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ffen, et al,  Avoiding Dangerous Climate Change, 2005

Projected Changes in Annual Temperatures for the 2050s

Compared with the present day, with an increase in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equivalent to about a 1% increase per year in CO2.

The Met Office.  Hadley Centre for Climate Prediction and Research   http://www.ipcc.ch/press/sp-cop6.htm

Projected Changes in Annual Precipitation for the 2050s

Compared with the present day, with an increase in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equivalent to about a 1% increase per year in CO2.

The Met Office  - Hadley Centre for Climate Prediction and Research. http://www.ipcc.ch/press/sp-cop6.htm



Impacts of Global Warming

Changes in tropical cyclone – its  
frequency, duration and intensity

Sea level rise and human risk

(Webster, et al., 
Sept., 2005,  Science)

(Webster, et al., 2005, Science)

(Webster, et al., 2005, Science)

Respond by Webster, et al (Science, March, 2006)

(Webster, et al., 2005, Science)



Model El Nino

Model La Nina

People at Risk from 44 cm sea-level rise by the 2080s
Assuming 1990s Level of Flood Protection

Source: R. Nicholls, Middlesex University in the U.K. Meteorological Office. 1997.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A Global Perspective. http://www.ipcc.ch/press/sp-cop6.htm

• Air Temp and CO2

• SST upon winter monsoon

• Yellow Dust

• Earthquake and Tsunami (지진해일)

Possible Impacts of Global Warming on our Land

(기상청, 2004,
한국의 기후)

한반도
연평균기온

13도

(기상청, 2004,
한국의 기후)



(기상청, 2004,
한국의 기후)

(기상청, 2004,
한국의 기후)

총 증가 …………….. 1.87도
여름철의 도시화 효과 0.44도
겨울철 증가 ………… 1.43도

(기상청, 2004,
한국의 기후)

1.58 ppmv/yr 증가 추세

(기상청, 2004,  한국의 기후)

몬순 시스템의 영향 :

겨울 ; 화석 연료 사용

여름 ; 해양기단의 영향
해양에 의한 흡수

(기상청, 2004,
한국의 기후) 발생 빈도 및 피해액 모두 증가(기상청, 2004,

한국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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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asian Pattern (Barston and Livezey, 1987)

Siberian and JES centers + European centers

Quasi-stationary Atmospheric Circulation Pattern

East Asian Winter Monsoon (EAWM)

EAWM Index

Siberian High SLP (90-95°E, 45-50°N)
minus
JES SLP (135°E, 40°N)

Park, et al, 2005

-EAWM: Tair of Inchon: Winter SST

Corr. = 0.76 – 0.78

Park, et al, 2005

Corr. btw -EAWM Index & Winter SST

Park, et al, 2005



Corr. Btw  –PDO & Winter SST

Park, et al, 2005

Corr. Btw Climate Indexes & WN Pacific SSTs

Climate 
Modes          EAWM PDO AO SO

Winter SSTs    -0.76 -0.47        0.27      -0.01
Yearly SSTs    -0.80 -0.35        0.06       0.18

Variance
explained

60% 20%

Park, et al, 2005

Yellow Dusts

Where do they come from?

Are they predictable?

Increases in frequency and intensity ?  

Figure provided by D. Tang (2006)

Figure provided by D. Tang (2006)

중국 황사 발생일수 분포 (1956-2000년 평균치) 
Figure provided by D. Tang (2006)



西部經路

中國의 黃砂 移動 經路
Figure provided by D. Tang (2006)

西北經路

華北

經路

東北
經路

황사 영향력이 ‘피크’였던 2006년 4월 8일 오전 10시 일본
기상위성 MTSAT-1R이 촬영한 한반도 상공 적외선 사진. 한
반도 전체에 황사(색깔 있는 부분)가 뒤덮인 것을 볼 수 있다.
(자료 기상청)

Yellow Dust Concentration [ug/m3]

백령도 광덕산 울릉 관악산 격렬비도 대관령

지진과 해일 – 지진해일(Tsunami)

2004년 말의 인도양 대참사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보가 가능한가?

TWS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Figure provided by D. Tang (2006)



Figure provided by D. Tang (2006)

Figure provided by D. Tang (2006)



Hsu & Sibuet,
EOS, 2005

결론

결론이란?  

매우 분명한 것 한 가지

“We’ll be working 

with our alli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But I will not accept 
a plan that will harm 
our economy and 
hurt American 
workers.”

d

人生到處 有災害
有備無患 如珍答

傾聽 感謝합니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77

조선해양산업의 현재와 미래

박 중 흠

삼성 공업 무

먼  한국해양과학기술 의회 주 으로 공동학술 회를 개최하게 됨을 조선해양 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해양수산부와 학계, 그리고 련분야 여러 분들께 심심한 감
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업계를 표하여 <바다,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조선해양산업의 재와 미래'
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스럽습니다.

I. 조선해양 산업의 특성

조선해양산업은 세계 단일시장에서 특정고객을 상 로 경쟁하므로 국제화가 완성된 사업으로

서, 해운, 철강 등 후방산업에 한 효과가 크며 정부지원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한 기계, 기, 자, 건축 등이 융합과 디지털 기술, IT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의 응용이 요구

되는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입니다. 

즉 그림과 같이 기술집약산업, 개별수주산업, 자본집약사업, 노동집약산업으로서, 세계 단일시
장에서의 Global 경쟁력이 건이 되는 미래 지향형 첨단 복합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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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선해양산업의 변천과정 및 국가별 현황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도를 살펴보면, 50~60년  유럽, 70년 ~90년  30년 동안 일본이 시
장을 주도하 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세계1등의 시장 유율을 차지하면서 독주시 를 

개막하 습니다.
지난 2월말 Clarksons 자료에 따르면 각국 조선소 수주잔량은 공업이 1,082만CGT로 세
계 1  자리를 기록하는 등 국내 조선사가 수주잔량 분야에서 세계 1 ~7 를 싹쓸이하는 등 독

주체제를 굳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TX조선과 한진 공업은 20세기에 ｢天下의 
미쓰비시｣라는 이름을 날리던 미쓰비시 공업(209만CGT)마  제치고 6 와 7 를 기록하 습

니다.
이 게 한국업체가 세계시장을 1 ~7 까지 석권하고 있는 분야는 조선해양산업이 유일무이

할 것입니다.

유럽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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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산업은 신규 진입 후 시장 유율 1 까지 평균 20∼30년이 소요되고, 신기술 개발
과 설비 근 화 응 부족시에는 즉시 도태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선해양산업의 세
계시장 유율 1  교체 사이클 >

구 분 본격 진출 시장 점유율 1위 시장 점유율 변화

유 럽 30년대 1950년 30년대(18%) → 50년(71%)

일 본 50년대 1970년 50년대(18%) → 70년(46%)

한 국 80년대 2000년 80년대(15%) → 00년(38%)

과거 선진 조선사의 쇠퇴한 원인과 향후 생존 략을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50∼60년 에는 

시장 유율이 50∼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04년 용 공법 개발 후에도 리벳공법을 고집하

으나 생산성 한계를 착 하 고, 오래된 경사식 건조설비에 집착하여 식 도크 건설의 미

응으로 경쟁력 상실을 가속화하 으며 노동조합에 의한 업 다발 등이 그 원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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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장경쟁력의 지속 확보를 하여, 강  분야인 크루즈선, 여객선 등 특수선 분야에서 新
선형, 추진장치, 소음 감소 분야 등 신기술 개발로서 지속 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며, 범 유
럽 차원의 공조  경쟁력있는 조선소간 합병  제휴가 상됩니다.
일본은 1953년 용 공법 도입 등을 통해 90년  반까지 세계 조선산업을 제패했었으나, 80
년  시황 침체에 따라서 건조능력의 규모 축소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지만, 한국과 국 등 후발 조선국 비 경쟁력을 유지하기 하여, 2002년 10월 7  조선

사를 5개사로 재편하 고 2010년 이후에도 자국의 건조물량 주로 시장 유율 30% 유지를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인센티  제공 등을 통한 우수 문인력 확보, 일본 조선소간 합병과 해외 조선소와의 제

휴 추진, 형/ 형 조선소의 특성에 맞는 선형 특화 략과 표 선 심 의 건조 등을 개 하는 

등 생존 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만 일본에서는 조선산업인력의 노령화와 신세 의 기피 상이  하강산업으로 만들

게 하는 큰 원인입니다. 
히로시마 와 나고야 의 조선공학과가 폐지되었으며 우수인력이 졸업 후 조선해양 분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를 보면 조선해양공학과 졸업후 조선 계사 취업비율이 일본 22%인 반면에 한
국은 61%로서 3배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한국의 합리 인 조선산업 육성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풍부한 고  기술인력의 확보를 한 학계의 노력 등이 조선해양산업 발 의 큰 거름이 되었

습니다.

국의 경우는 정부 주도로 2010년 시장 유율 15% 목표로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 6백만GT 생산능력을 2010년 10백만GT 목표로 인 설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일본 등으로부터 설계  건조 기술도입을 통해 후동 화 조선과 강남 조선 등에서 LNG선
을 건조하고 있는  입니다.
한, 2002년 4월 '외국기업 신규조선소 투자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소 건설시 국측이 

50% 이상 지분을 확보토록 법제화하는 등 자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 국은 낮은 원자재와 임 을 무기로 하고 낮은 선가를 앞세워 수주공세를 강화하고 있

으며, 한국 조선업계가 장악하고 있는 LNG선과 형 컨테이 선 시장에서 한국을 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LNG선에 이어 8천 TEU  이상의 형컨테이 선도 신규 수주에 성공하는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 것 입니다.

III. 한국의 위상 및 세계 1등 비결

지난 70년  공업 설립을 필두로 시작한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은 30년 동안의 짧은 기
간동안에 태동기, 성장기와 도약기를 거쳐 지난 2000년에 부동의 1 던 일본을 따라 잡은 뒤 

최  건조량과 최고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세계 1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0년  정부가 조선입국을 내세우며 폭 으로 지원한 것은 조선해양산업이 모든 분야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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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조선해양산업과 련되는 업종은 속, 기계, 기, 화공 등 거의 70여종에 달하고, 조선산업이 
발 하면 련 산업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년 까지만 해도 일본은 무려 50년간이나 선박 건조량 세
계1  국가 으며 그로 인한 산업 효과가 지 의 일본이 있게큼 하 습니다.

이러한 조선해양산업은 수출(Global) 략사업으로 2005년도 국내 수출비  반도체 (10.6%), 
자동차(10.4%), 무선통신기기(9.7%), 일반기계(7.8%)에 이어서 5 로 6.2%를 차지하고 161억불
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 하 으며 순수 외화가득률은 제조업 평균 65%를 폭 과하는 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약 20만명 이상으로 높은 고용 창출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조선해양산업 vs 반도체산업의 무역수지 황>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 수지

조선해양 172억불 11억불 161억불 (한국 전체 232억불의 69%)

반도체 300억불 251억불 49억불 (‘03년 까지 적자) 

오늘날 한국 조선공업의 세계 1등 비결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형 건조설비의 조기 확보가 그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은 효율 인 생산성에 있다고 니다. 
조선경기가 하강기 을때 일본은 공 과잉 우려하여 축소하 으며 우리 조선소들은 90년  

반부터 도크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그 규모를 늘리면서 선박의 형화에 비를 하 고 그 측

이 딱 맞아 떨어져 수주호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 형 건조설비의 확보 황 >

구 분 삼 성 현 대 대 우 현대삼호

조선업 진출시기 1977년 1970년 1978년 1992년

도크 준공 1983년 1977년 1983년 -

생산능력 60만톤 260만톤 200만톤 -

적기투자

90년대 투자내용 3도크 (1994년)
8,9도크 

(1995년)
- (-)

1,2도크 

(95~96년)

생산능력 (투자前 대비) 200만톤 (3.3배)
360만톤 

(1.4배)
200만톤 (-)

150만톤 

(신규투자)

그리고 ‘배는 도크에서만 짓는다’는 고정 념을 뒤집은 新 건조 공법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과감히 신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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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블록 탑재공법과 육상 건조공법이 표 인 로서, 당사의 경우 3,000톤과 3,600톤 
Floating Dock을 활용하여 10만톤  유조선의 탑재 블록 수 110개를 10개의 ‘메가블록(2천톤)’
으로 즉 1/10로 감소시키는 공법의 신을 가져 왔으며 이제 ‘기가블록(10천톤) 탑재공법’을 
비 에 있습니다.

한 고부가가치 제품 건조에 핵심역량을 집 한 것이 주효 하 습니다. 
다종 다량의 선박 건조경험과 기술축 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제품(LNG선, FPSO, Drillship)
에 핵심역량을 집 한 결과, 한국의 설계 기술력과 선주의 요구에 한 수용능력은 세계 최고수
 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조선3사의 고부가가치선 수주 황을 보면 일본은 형 컨테이 선, 살물선 
심으로 표 선 건조에 주력하는 형편입니다만, 한국은 LNG선의 경우 75%, FPSO 53%, 

Drillship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고부가선 수주 황 (‘03년~’05년) >

구 분 LNG선 FPSO Drillship

총발주 128 100% 15 100% 5 100%

국내 3사 96 75% 8 53% 5 100%

<삼성> 41 32% 4 27% 4 80%

<현대> 20 16% 3 20% - -

<대우> 35 27% 1 6% 1 20%

기존의 선박은 량 수송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즉, 
환경보호에 한 인식의 강화, 오시설을 기피하는 사회  NIMBY 상, 그리고 테러 의 

증가 등에 따라서 선박제품도 진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수송과 로세스 랜트의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LNG-SRV, LNG FSRU 
등과 같은 신개념 선박이 출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제품 수요가 증할 것으로 상되며 미래

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개념 선박제품을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표 인 고부가가치 선박은 LNG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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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액화천연가스)는 청정 에 지원으로 각 을 받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서 수요가 증하

고 고유가에 한 체 에 지원으로 수요가 팽창할 것이 상 되기 때문에 근래 액화천연가스 

시장의 유례없는 활황으로 LNG선 발주가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LNG 수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씩 계속 증가가 상되며 이에 따라 , LNG선의 수
요도 향후 수년간 연평균 50여척 이상의 발주가 상되는 등 신조선 시장을 주도할 망입니다. 
이러한 LNG선의 수요가 늘면서 선상에서 재기화 설비를 갖춘 LNG선박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사용처는 모두 미국으로 격하게 늘어나는 LNG의 수요에 비해 이를 수용하는 
육상 LNG 터미 의 부족과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테러공격의 험성에 노출되는  등을 고려함

으로 인한 건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장기 으로 

미국지역에서 LNG-SRV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경우 지난 4월 에 노르웨이 Hoegh LNG사와 LNG-SRV (Shuttle & Re-gasification 

Vessel) 3척을 수주 계약한 바 있습니다. 

한 독보 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해양 랜트(Offshore) 원유시추선 시장이 한국 조선해
양분야의  다른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유시추는 육상에서 심해로 옮겨가고 있으며 한 1차, 2차 오일쇼크때 원유시추설비가 폭 
이 진 후 설비가 이 지지 않아 최근 고유가에 따라 유 개발 업체들의 손익이 확보됨으로써 

수요 부족 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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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여객선의 경우, 그동안 국내 조선사에서는 MINOAN 3척, NORFOLK 3척, MOBY 2척, 
BLUESTAR 3척, STENA 2척으로서 총 13척을 성공 으로 건조한 바 있습니다. 재 크루즈 

여객선 시장규모는 연 매출 60억불 규모로 유럽 조선소에서 독 하고 있으며, 북미의 호황  유
럽/지 해 지역의 시장 회복 등으로 년 8~9% 정도 성장이 상되는 고부가가치 크루 선 시장 

참여는 매력 인 사업이며 건설, 자, 호텔 등 련산업의 시 지 효과가 증 되지만, 실패시 엄
청난 타격의 험부담으로 인하여 장기 인 에서의 근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다품종 소량 주문 방식의 호텔 인테리어 공사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장 진입

의 큰 걸림돌입니다만, 한국 조선해양 산업으로서는 최후의 미 개척 분야인 크루 선 시장 참여

를 극 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당사는 1999년부터 국내의 인테리어 소기업들과 제휴하여 ‘INTEC’ 란 이름으로 인테리어 
기술의 공동개발을 추진해 왔고 분야별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등 2010년 경에 크루즈 호
화 여객선 시장에 본격 으로 진입하기 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IV.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요즘 앙 경제지에는 한국 조선해양업계들이 1분기에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의 40% 안 을 수

주했고 일감이 많아지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선별수주에 나서고 있는 을 들어 올 한해 조선업

에 해 장미빛 망과 함께 장기수요 역시 여 히 밝을 것이라고 망하고 있습니다. 
그 지만 2010년 이후에는 국 조선소의 건조능력 증 에 의한 공 과잉 심화로 생존경쟁 치

열할 것으로 상되는 바, 한국 조선해양산업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응하면서 치열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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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살아 남기 하여 규모와 기술에서 확고한 우 를 차지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경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1등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합니다.

세계 1 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LNG선, 크루즈선, 쇄빙선, 형 랫폼 등 신개념ㆍ차세  

선박에 한 과감한 투자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원천기술을 국산화하며 고부가치 제품의 비

율을 높이고 새로운 건조공법으로 경쟁국들과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한 인력 고령화에 비해 우수인력과 기능인력의 조선유입  안정 인 노사문화 정착 등이 

필요합니다. 

재의 한국 조선해양산업은 모든 부문에서 1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감한 투자와 기술 경쟁

력을 유지하면 2020년 까지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일본은 설계기술인력 부족  표 선 건조 주력으로 20% 수 으로 하락하고 국은 낮

은 인건비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30% 수 까지확 되어 세계 2 로 부상할 것으로 측 됩니

다. 

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은 세계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게 되기까지에는 조선해양사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겠다는 선각자들의 조선입국 의지와 

창조와 도 을 한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 까지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자만할 수 없으며, 조선해양산업의 선도국가로서 앞선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세계1등의 조선해양산업이라는 자산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새
로운 미션을 한 강한 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이 해양강국의 첨병이 되는 제2기 흥기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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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동력 - 해양과학기술(MT)의 현재와 미래

권 문 상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원장

(137-941) 서울시 서 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 B동 4층

1. 서 론

해양은  지구표면 의 71%에 달하는 3억 6천만 ㎢의 면 과 지구 생물종의 80%에 해당하
는 1,000만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육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의 기후조 능력, 해양생태계의 재생산능력, 오염물질 자정능력 등 생태계의 가치는 매년 22
조 달러로 육상생태계(매년 10조 달러)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해양은 물, 에 지, 생물자원 등 경제의 보고이자 해운, 항만 등 교통의 심이고 문화 
 물자교류의 장으로서 국가 발 의 원천을 제공한다. 재 육상자원은 약 70%가 이미 발견되
었으나 해양은 38%만 발견된 상태이고,  세계 교역량의 75%(우리나라의 경우 99.7%)인 약 
50억톤의 화물이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다.
한편,  세계 으로 고속성장에 따른 속한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따라 자원고갈, 환경 괴, 
연안오염이 가 되고, 지구환경 변화에 따라 홍수, 가뭄, 한 , 해일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
다. 2003년 태풍매미, 2005년 인도네시아 연안의 지진해일 등의 해양기인성 자연재해를 분
석 해 본 결과 과거에 비하여 피해규모도 차 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의 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육상에서의 석유, 속자원 등이 차 고갈되어감에 따

라 해양에서의 신에 지원 개발  략 속 물자원 확보의 요성이  더 커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 자연생태계의 변화, 해양생물종의 멸종 등으
로 인류의 생존이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세계 각국은 해양 토를 

효과 으로 리하고 보호하기 하여 EEZ(배타  경제수역), 륙붕 등 자국의 해양경계에 유

리한 획정을 목표로 경쟁을 치열하게 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양 토에 한 조사․ 리 강

화 등 해양 토의 주권강화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해양과학기술이 친환경․안 , 고속․거 , 무인․자동화 되어감에 따라 미국, 일
본 등 선진국에서는 미래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인 기술  우

를 유지하고자 R&D 투자의 확   기술보호주의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재와 같은 추

세 로 기술개발이 진행된다면 향후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양선진국의 규모 R&D 투자를 통
한 해양과학기술의 선행  확보와 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임 을 바탕

으로 한 가격경쟁력 우 를 내세운 맹렬한 추격으로 국내 해양산업1)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

으로 망되고 있다.

1) 선진국에서 분류한 해양산업에는 석유․가스, ․ 크리에이션, 해군활동, 선박산업, 해양 장비․구조물, 수산, 환
경, 항만, 해상안  분야 등을 포함한다. David Push & Leonard Skinner,「An Analysis of Marine-Related 
Activities in the UK Economy and Supporting and Technology」, (IACMST Information document No.5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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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 에서 해양수산부가 주 하고 국내 산․학․연 문가가 참여하여 추진한 ｢해양과

학기술(MT) 개발 계획｣이 2004년 7월 28일 통령을 원장으로 하는 제15회 국가과학기술
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으로 MT 개발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계획에는 3  기술 축, 71개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으며, 1단계(2004～2008년)에 1조 

5,000억원, 2단계(2009～2013년)에 1조 6,0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총 3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  기술 축의 투자액은 첨단 해양산업육성기술에 9,900억원, 해양자원 
개발  이용기술에 1조 860억원, 해양환경 리․보 기술에 1조 240억원 규모이다.
한, 2005년 11월에는 MT R&D 문 리기 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MT 개발계획｣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후속조치 일환인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이 수립되어 2006년 2월 과학기술 계장 회의에서 계부처의 의를 거쳐 최

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일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MT와 련하여 개략 인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안문제  해양과학기술 로드

맵(MTRM) 수립결과를 고찰하고, MT R&D 문 리기 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의 주요기

능과 향후 운 방안에 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MT의 미래 비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1) 국외 기술개발동향

최근 해양선진국에서 공통 으로 수행하고 있는 략  연구분야는 지구기후변화 측과 응

방안 연구, 연안환경  생물 종다양성 보 , 해양 물자원 탐사․개발, 해양 신물질 개발, 자국 
EEZ에 한 조사․ 리, 해양과 련된 인간의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한 미래지향  연구를 

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개발 주의 정책이 자원의 남획  생태계 괴 등의 문제

을 야기하자,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1999년 새로운 ｢국가해양정책(Turning to the 
Sea : America´s Ocean Future)｣을 수립하 다. 이 정책은 해양과학기술 분야와 련하여 지구기
후변화의 측과 응방안 연구, 해양산업의 지속  우  유지, 연안환경 보호와 험요소 평가, 
외래종 련 연구는 물론 미지의 해양 역 선 에 필요한 심해잠수정, 해양연구선 건조  운 , 
첨단 해양연구를 한 장비개발에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한국해양연구원, 
2000). 한 2004년에는 ｢21세기를 한 해양청사진(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을 국가해양정책으로 채택하여 해양분야의 국제  역할 증 , 해양교육, 해양의 이해와 진보, 연
안환경 개선, 수질개선  오염방제 등 7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한국해양연구원, 
2004).
일본은 지진․태풍 등 해양기인성 자연재해 방재  부족한 육상자원을 보 하기 한 해양자

원 개발에 정책  우선순 를 부여한 가운데 2003년 10개년 해양정책 『장기  망의 일본 해

양개발 기본구상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지구환경 문제, 지각이동, 해 지진․태풍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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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해 감기술, 해양생태계 변화, 환경복원, 해양생명공학기술 등에 한 연구와 심해시추선 
 AUV(자율무인잠수정) 개발, 태평양 도서국과의 국제  력 강화 등을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요 문제로 설정하고 극 추진하고 있다(한국해양연구원, 2004).
EU는 2003년 지속가능한 생태계  리 심의 유럽통합 해양연구를 하여 ESF(유럽연합과
학재단)에서 ｢Navigating of the Future-Ⅱ｣를 수립하여 신재생에 지  해양 물 개발, 연안역 
리와 유럽연안의 륙붕 연구,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종다양성, 심해생물권  열수 상 분출

지역 등 미지의 해양연구, 기후변화가 유럽연안에 미치는 향, 신물질 추출  신약개발, 지속가
능한 어업  양식기술 개발, 센서․로   차세  측시스템 개발 등에 으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한국해양연구원, 2004).
국은 지난 15년 간 기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능력 확   해양석유자원 개발 기술 확

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1999년에 제10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해양과학기술 정
책의 주요 연구분야로 5  연구분야(EEZ내 해양환경․자원 조사, 기후변화가 국에 미치
는 향, 갯벌변화  습지 복원․보 , 군사해양학 연구, 심해 양  남극해 에 지자원과 생물

자원 연구)를 선정⋅수행하고 있다(한국해양연구원, 2003).
호주는 1999년 산업과학자원부(the Dep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의 주도하에 호
주의 해양산업 발 략  해양과학기술 계획(The Marin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lan)을 수립하고, 해양환경의 이해, 해양의 이용과 리, 해
양환경의 이해와 활용을 한 인 라 구축을 3  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육성하고 있다(한국해
양연구원, 2005).

(2) 국내 기술개발동향

우리나라는 국․러시아․유럽 등 륙으로 통하고, 바닷길로는 태평양과 동남아, 인도양을 
연결하는 문에 치해 있으며, 11,542km의 긴 해안선, 3,170개의 도서, 육지면 의 4.5배에 달
하는 44만 3천㎢의 할해역을 보유한 천혜의 해양국가이다.
이러한 지리  여건과 무한한 잠재성을 배경으로 2000년도에『해양한국(Ocean Korea) 21』계
획을 수립하여 해양을 합리 으로 개발․이용․보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미래 비 을 마련하여 추진 에 있으며, 2004년에는『해양수산발 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해양과학기술(MT)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표면 으로는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

는 부분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 반 인 우리나라 MT 수 은 해양선

진국에 비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 60%에 머무르고 있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평균 약 7년 
정도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구비 투자도 해양선진국에 비해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Tabl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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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선진국 비 MT 기술수   기술격차

핵 심 기 술 기술수 (%) 기술격차(년)

통합물류 수송시스템 구축기술 69.9 4.9

첨단 SOC 인 라 건설기술 72.8 10.3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78.6 7.8

해양구조물  장비기술 66.6 10.0

청정해양에 지 개발기술 63.8 6.9

수질  수자원 리기술 64.4 6.5

친환경 수산 증양식 개발/응용기술 69.7 6.2

BT 활용 고부가 수산물 개발기술 57.5 5.0

해성 리를 통한 환경보 기술 44.0 9.4

해양오염 평가  감기술 59.2 8.0

자연재해 측  감기술 59.3 9.4

평 균 64.0% 7.5년

※ 선진국 기술수  : 100
※ 출처 :2003년도 기술수 평가 결과보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

Table 2. MT R&D 투자액 비교
                                                          (2004년 기 , 단  : 억원)

국 가 미 국 일 본  국 한 국

 산 31,068 9,773 4,057 1,500

       ※ 우리나라 MT R&D 산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합계임

세부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 우리나라는 세계 1 의 선박건조량(12,438천톤), 세계 6
의 컨테이  처리 용량(11,890천 TEU) 등 해양산업은 세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물류․항만시스템은 차세  성장동력기술의 핵심기술로 선정되어 집  육성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이어갈 첨단 구조물․장비 분야에 한 연구활동과 투자는 미흡한 

상황으로써 향후 지속 인 경쟁력 유지를 해서는 국 등 후발 조선국들의 임 을 바탕으로 

한 추격을 뿌리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선박, 해양구조물  장비 등의 첨단기술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물자원과 신에 지원 선 을 한 망간단괴  메탄수화물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
열수 상 등 본격 인 해양 물자원 개발, 해양생명공학  신소재 기술, 해양에 지 실용화 

연구개발은 투자부족으로 연구개발 기단계인 실정이다. 단지, 유용 신물질 추출, 태평양 심해
 물자원 개발, 조류발  시험(울돌목/1천kW ), 해양심층수, 바다목장화 등 일부 분야만 응
용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본격 인 해양자원 개발  이용기술 개발을 해서는 지속 인 심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해양오염, 매립과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생물다양성 감
소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학 이고 체계 인 리부족과 서식지 복원기술, 생물다양성 조사기
술, 해양 사고․재해 방  응을 한 기술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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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1990년 106만 톤에서 2003년 887만 톤으로 8.3배 증가하 으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최근 
10년간 서울면 의 1.3배인 810km2의 갯벌이 상실되었다. 한 과학 인 자연재해 응 기술 

미비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 127명의 사망자와 산업시설물 손, 주택  농경지 침수, 
도로유실 등 약 4조 7천억원에 이르는 막 한 국가  손실을 경험한 바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한 해양기인성 자연재해 응기술 개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 MT 주요 현안문제

(1)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1) 해양산업의 경쟁력 약화

1960년  본격 인 경제개발 이후 4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핵심은 거 한 수요시장이 있

는 특정 품목의 산업에 력투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도입기술
의 개량과 량생산방식에 의존하는 후방산업2)(downstream)에 편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 
등 후발개도국의 등장은 싼 노동력, 거  시장  해외자본, 선진국으로부터의 생산기지이  등

으로 우리나라의 후방산업 경쟁력 약화는 이미 실화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국제경쟁이 심한 후방산업은 상 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역이 좁아지고 있는 반면, 고
유기술이나 특허를 갖고 있는 방산업(upstream)은 세계 으로도 독과 화 되고 있어서 안정

인 부가가치획득이 가능하다. 해양산업 부문에서도 후방산업에서 방산업으로 이행해야 할 시
에 와 있으며, 이러한 환 과 원동력은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세계 컨테이  물동량은 1980년에 37백만TEU, 2005년에는 270백만TEU 으나 2011년에

는 428TEU로 망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 물동량도 2000년에 59백만 TEU에서 2011년에는 
137백만TEU(세계의 32% 유)로 해상물동량이 증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 의 수출입 해상물동량(715백만톤), 세계 6 (11,890천TEU)의 컨테이  처리능력, 세계 8 의 

선복량을 유하는 등 조선산업, 해운산업 등 일부 해양산업은 세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

나, 고부가가치 해양구조물  장비 등의 첨단기술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동북아 물류국가 조기실 을 해서는 해상 물류․항만에 한 지식기반 첨단 장비․운

시스템 개발  친환경  신항만 개발 등을 한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물류의 고속화  해
양자원 개발의 효율 증 를 한 차세  운송시스템 개발, 해양산업 강국을 유지하기 한 해양
공간 이용과 해양자원 탐사  개발 등에 사용되는 거  해양구조물의 설계⋅제작기술  유지

보수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한 수상․수 에서 해양환경  자원에 한 탐사활동을 구 하기 

한 지능형 자율 운항체, 다목  해 기지 등 첨단해양장비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첨단기술 
분야에 한 기술개발 투자는 미흡한 수 이다.

2) 후방산업과 방산업은 Albert Hirschman이 제기하 는바, 다른 산업에 장이 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론

에서 비롯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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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신산업 창출의 미흡

우리나라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래 재까지 정체상태에 있으며, 1996
년 OECD에 가입했으나 1998년 외환 기로 선진국 진입의 꿈이 좌 되어 국민소득 2만불 시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극 으로 개발하여 

해양신산업을 창출한다면 이러한 경제 활력 하를 탈피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해양신산업 창출을 해서는 기능성 신물질  신약 개발 등 해양생명공학산업의 극  육성, 
조력․조류․ 력․풍력 등 청정해양에 지 개발, 심층수 등 해양수자원의 산업화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친환경 수산어업과 해운물류산업 등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기존 해양산

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 련 기업도시, 지역특화발 특구 육성․지원, 해양 소벤처기업 육성․지원

은 물론 마리나, 해 경 지구 등 해양생태  인 라 구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신

산업 육성을 통한 반  산업의 확 재생산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제외한 부분의 연구분야에서의 연구인력 부족, 산업화 기술 주의 

투자 등으로 장기간의 연구와 투자가 요구되는 신산업 창출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미래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

1) 육상자원의 고갈

망간․니 ․코발트․구리 등 4  물자원의 경우 육상 물의 21～273배가 해양에 부존되어 
있으며, 세계 총 석유생산량의 30%, 가스의 25%가 해양에서 생산되고 있다. 미래 신 에 지원의 

개발  속 물자원 확보의 요성이 증 됨에 따라 해양선진국들은 해양 물자원 개발을 미

래의 국가 략산업 육성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속자원 자 도는 1991년 9.91%에서 2002년 0.27%로 격한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물자원 수입액은 1991년 19억불에서 2002년 45억불로 꾸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3). 한, 국내 륙붕  EEZ 부존자원의 친환경  개발과 공해상의 망간단괴, 망간각, 
해 열수 상에 한 탐사활동은 보  단계 수 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본격  개발은 미미한 

상태이다.

Table 3. 국내 속 물자원의 자 도

 구 분 1991 1995 1999 2002

 속 물 자 률(%) 9.91 3.40 0.67 0.27

 속 물 수입액(천만달러) 192 480 570 449

 속 물 수입액 비 (%) 2.35 3.55 4.76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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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원개발 경쟁에서의 성패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과 연계되어 국가 운명까지 좌우
할 정도로 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육상 부존자원 빈국으로 산업의 원동력인 물자
원의 장기․안정 인 공 기반 구축을 하여 해 물자원의 친환경 인 탐사  상용화기술 

개발이 실한 실정이다. 자체 에 지 자원을 국내외 지역에서 시 히 확보하여 국가 산업발

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안정 으로 공 하기 해서는 태평양 심해  부존 유용 물자원 탐사  

개발(망간단괴, 망간각, 열수 물 등), 연안  EEZ 지역 고부가가치 물자원(바다골재 등) 탐
사  개발, 국내외 지층 에 지 자원(석유, 천연가스 등) 탐사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
나 태평양 심해  망간단괴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술수 의 낙후와 기술개발 투자비의 부족 

등으로 기술개발 기단계에 있어 2020년 에 이르러서야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 해양자원을 둘러싼 토분쟁의 심화

1994년 유엔해양법 약 발효 이후 새로운 국제해양질서 형성에 따라 물자원, 생물자원, 에
지자원 등 해양자원 확보를 한 해양 토 경계(EEZ, 륙붕경계획정, 직선기선 설정 등)의 
유리한 획정을 한 세계 각국의 다각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양을 실효 으로 리하고 

보호하기 한 해양 토에 한 조사 등 해양 토에 한 주권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연안국간의 해양자원 확보를 한 토분쟁은 러․일간의 북방 4개 도서 분쟁, 
․일․ 만간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 등이뜨거운 감자로 표면화되고 있다(김, 1998). 
특히, 동 국해에 치한 조어도는 1968년 UN 극동아시아 경제 원회에 의한 보고서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어 경제  요성이 부각되었고, 최근에는 구리, 아연, 납, 코발트, 망간, 
철, , 은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명됨에 따라 보다 심각한 토분쟁의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 토의 실효  리역량 강화를 하여 EEZ  륙붕 경계획정, 직선기선 설
정, 인 국 오염원 리 문제 등 국제해양법상 야기되는 안사항 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독도 유권 주장에 비하기 한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에 한 법률｣을 제

정하여 독도 생태계조사, 독도자료실, 박물  등 국가 토 문제해결을 한 시스템 구축을 확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한 인공 성, 조사선, 잠수정을 이용한 3차원 입체 
측능력 확보 등 역 해양 리체계 구축과 EEZ  공해상을 포함하는 해양 할권․ 련 법, 
규정, 약 등의 제정․정비가 매우 시 한 실정이다. 

(3)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1) 해양환경오염의 가

과거의 성장 주의 경제개발 정책에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패러다임을 거쳐 앞으로는 환경

이 우선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상되고 있고, 신국제해양질서의 태동에 따른 범지구  해양

환경 보 의무가 차 강화됨에 따라 국제 약에 효과 으로 응하고, 주변해역 환경보 을 

한 실천 략 수립의 요구가 차 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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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속한 산업화와 생활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고 오염원

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육상기인 오염물질(해양오염원의 77% 차지)의 지속 인 증가

로 인해 도시인근 연안  특별 리해역을 심으로 속  유해화학물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단  간척사업과 임해공단의 증가 등 연안지역에 한 개발압력으로 정화기능을 가진 

갯벌면 이 격히 감소(갯벌면  : ’87년/3,202㎢ → ’04년/2,550㎢)하여 해양오염은 더욱 가속
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향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생활하수, 농축산폐수, 부 양화

와 조, 산업폐수, 속  유기성독성물질 배출, 유류 유출, 폐기물  쓰 기, 매립 등에 의
한 연안오염 등이 증가하여 많은 해역이 3등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는 등 해양오염이 더욱 심

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해양생태계의 변화

1992년 환경과 개발에 한 리우회의, 1993년 생물다양성 약  1994년 유엔해양법 약 발

효 등에 따른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한 해양생태계 보 ․

리․복원 기술개발과 생물다양성 보   확보를 한 국가  응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으로도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과 수산자원의 고갈, 그리고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생물 종다양성 보 의 필요성 증  등에 응하여 자국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 하기 한 노력

이 확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부응하여 해양보호구역(MPA) 리계획 수

립, 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03.9.발효)  유 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 한법률(’01.3)에 
의한 LMOs 안 리체제 구축, 해양생태계보 리법 제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 을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습지 보 가치에 한 인식부족  개발 주의 정책으로 해양생태계 

보 의 기본이 되는 갯벌면 이 감소하고 습지가 훼손되거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4).

Table 4. 습지면  변화

                                                            (단  : km3)

구 분 1987(A) 2003(B)
증감면   비율

A - B 비율

면 3,203 2,393 810.5 25.3

해양생태계 보 을 한 복원․평가․ 리를 해서는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훼손된 해
안․해양 서식지 보   복원기술, 인공 생태계 조성기술,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
기술 등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한 인공갯벌 조성 기
술, 체습지 개발기술 등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우선정책으로 해양생태계의 훼손 

 괴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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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 수립

(1) 필요성 및 추진배경

재 세계 각국은 신산업 시장을 선 하고 주도하기 해 신기술 분야에 한 연구개발투자를 

정부가 극 으로 주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연구개발 산에서 차지하는 신기술 분야

의 비 이 30～40% 수 으로 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효율 인 신기술 개

발 략을 수립하기 해 기술동향분석, 략  가치평가 등 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시장
형성, 산업발  망 등을 측하여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기술들의 확보를 해 미래

에 한 장기  비 과 방향설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한편, 신기술 패러다임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제시장에 있어서도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
성장률이 속하게 증가하여 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 이 비약 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
한 경향은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망된다.

2004년 국가과학기술 원회에서 심의-통과된 ｢MT 개발 계획｣이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추진

되기 해서는 미래 기술수요 측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술 안을 선택하여 단계별 기술개발 이

정표 제시가 필요하며, 구체 인 분야별․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등 기술개발 략수립이 요구된

다. 한, 사업 우선순   R&D 투자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장기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정

보를 정책수요자에게 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해양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 문가들이 참여하여 

MTRM 수립이 진행되었다. 시간  범 는 2006～2015년(10년 계획), 내용  범 는 ｢MT 개발 
계획｣ 내용의 범주를 따르되, 최근 과학기술정책(미래유망과학기술 21 등)과 최 한 연계하여 작

성함을 원칙으로 수행되었다.

(2)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

2005년 10월까지 ｢MT 개발 계획｣에 포함된 총 71개의 추진과제를 재그룹핑하여 47개(블
루스타3) 과제 7개, 우선추진 과제 21개, 개발 상 과제 19개)의 과제를 도출하 으며, 
2005년 12월까지 각 기술분야별로 재그룹핑한 47개 과제의 세부 인 매크로․마이크로 기술로

드맵이 작성되었다. 한 다기 분석기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 분석방법을 활용하
여 우선추진 과제에 한 우선순  도출을 병행하 다.

3개 기술분야별 표과제인블루스타 과제를 심으로 살펴보면 첨단해양산업육성기술 분
야에서는 동북아 물류허  구축과 가까운 미래에 상되는 해양 정보도시, 해양 측기지  심
해  물자원 개발을 한 “U-기반 해양물류 스마트시스템 개발”과 형 부유식 구조물에 

의한 공항, 항만, 국가 략자원 장시설, 해양 시설 등 친환경 해상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국

토의 균형발 을 도모할 “천해역 해상산업기지 조성기술”이 선정되었다.
해양자원 개발  이용기술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약 등 국제 약에 응하고, 국가  청정재

생에 지원 확보를 한 “해상풍력․ 력에 지 복합이용 실용화 기술개발”과 해양신품종 개

3) 향후 상용화가 유망하거나 시 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연간 100억원 이상을 집 투자할 과제를블루스타 과제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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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해양식량자원의 안 성 확보를 하여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품종 개발”이 
선정되었다.
해양환경 리·보 기술 분야에서는 태풍, 해일 등 해양기인성 자연재해를 모니터링  사
보를 통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한 “해양기인 자연재해 측  응시스템기술”과 
해양생태계 변동, 환경오염 등에 따른 생태계 향을 최소화  복원을 한 “해양생태계 U-기
반 통합 리기술” 그리고 조의 발생, 형성 메커니즘과 소멸기작의 규명을 통하여 생태친화 
조제어 발생 측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수산피해 감과 생태계 보호  리를 한 “생태친화 
조제어  발생 측기술”이 선정되었다.
한, 3개 기술분야별 우선추진 과제 목록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우선추진 과제의 순  도출 결과

기술분야 순 우선추진 과제명

첨단 해양산업

육성기술

1 형 컨테이 선용 항만복합운송 연계기술

2 신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어업기술 개발

3 환경친화형 고부가가치 청정선 기술 개발

4 천후 이동식 양식가두리 기술

5 심해유 용 복합구조물의 시뮬 이션기반 설계기술

6 지능형 수 자율운항체  수 탐사장비 개발

7 어민 수익확 를 한 다목  어선개발

해양자원

개발  이용기술

1 마린바이오 21사업

2 조류․조력에 지 실용화기술 개발

3 국내 EEZ 해 물자원 개발․이용기술

4 심해  물자원개발기술

5 친환경 첨단 수산양식기술 개발

6 수산자원 조성  리기술개발

7 해양심층수 자원의 실용화기술 개발

해양환경 

리·보 기술

1 연안환경 리를 한 종합탐사

2 오염해역 청정화 기술

3 GEOSS(지구 측시스템) 활용 해양탐사기술

4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5 연안 해상교통안  리기술 개발

6 DNA barcode를 이용한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생태계 분석기술

7 한국 연안해역 질소압력 감기술

5.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의 설립 ․ 운영

(1) 설립목적 및 기능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문명칭 :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은 MT R&D 문 리기 으로서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 한 기획․ 리,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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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기술의 보  등에 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육성  해양산업발 에 기여
를 목 으로 민법 제32조  해양수산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2005년 11월에 설립
되었다.
주요기능은 해양과학기술의 수요조사․분석․평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에 한 기획․

리․평가, 해양과학기술 련 계획 수립 지원, 개발된 해양과학기술의 보   실용화 진, 해양과
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정부 련부처에서 임· 탁하는 사업 수행 등이며 향후 연구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신본부 설립에 따라 추진 인 연

구개발 사업평가  성과 리 강화 정책에 부응하며, 국가과학기술 원회, 국회 산처, 감사원 등 
과거에 외부기 에서 지 한 MT 연구 리 문기  부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방안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은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신해양가치 창출이라
는 비 하에 MT 개발을 통한 국가 해양정책 목표 실 , 생산성 극 화  투명성 확보를 한 

사업 리체제 구축, 연구결과의 실용화 진을 통한 차세  성장동력 창출, 학제간 공동연구  
국제 력 추진을 4  목표를 설정하여 운 할 계획이다. 한, 2006년에는 기 의 조기정착을 

해 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리업무 이   안정  운 , 연구 리시스템의 선진화  과학

화 토  구축,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한 시스템 구 , 강소형(强 型) 문 리기 으

로 육성을 사업목표로 설정하 다.
조직구성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 하며, 원장 등 25명 내외이고, 4개 部(연구기획, 연구 리, 
성과 리, 경 지원), 9개 으로 구성되었다. 한, 문 원은 MT R&D 분야별(해양산업, 해양
자원, 해양환경) 문가와 연구기획분야의 문가로 구성하고, 학  련기 에서 견 받아 

운 할 계획이다. 

이사회

감사(비상근)

원 장

문 원( 견) 

연구기획부 연구 리부 성과 리부 경 지원부

신 략기획 환경기술 성과평가 경 리 검사역

정보 리 산업기술 성과확산 재무회계

자원개발기술

Fig 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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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고에서는 MT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재 직면한 안문제  MTRM 수립결과를 고찰
하고, MT R&D 문 리기 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을 간략히 소개하 다.
향후 국가계획인 ｢MT 개발계획｣이 활성화 된다면 2010년까지 선진국 비 MT 수 을 80～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재 7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3년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2015년까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수 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 재 GDP 비 의 7%
를 차지하는 해양산업이 2015년에는 략 10%를 차지할 것으로 망된다.

     

    Fig 2. 선진국 비 기술수  망         Fig 3. GDP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

MT 개발의 목 은 첨단 해양산업육성을 통한 동북아 물류 심국가 건설을 한 기술개발, 해
양자원 개발  이용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자원  에 지원 개발, 해양환경 리․
보 에 따른 안 하고 쾌 한 바다환경 조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2010년 에는 신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해양국토의 3차원 리 강화, 나아가 21세기 인류 
공동의 과제인 자원 고갈과 지구환경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미래 과학기술로서 뿐만 아니

라, 미지의 상과 미개척 런티어 역에의 도  등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 인 

과학기술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한, 이러한 노력을 계기로 해양에 한 국민들의 극 인 심과 지원이 증 되어 자원의 

고갈, 해양기인성 자연재해,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해양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
제 을 해결하여 선진 해양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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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해양수산분야 연구 활성화 및 인력양성 정책간담회
◈ 개요

일시 : 2006년 5월 15일(월) 12:30~14:00

장소 : 부산 BEXCO 컨벤션홀 2층 APEC홀

◈ 방식
취지 : 연구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 모색

주최 : 국회바다포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진행 : 오찬 겸 간담회

◈ 참석 대상
국회바다포럼 소속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및 담당국장

해양수산분야 연구기관장·학회장·대학장

관련 전문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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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문학과 해양과학기술의 만남
일시 : 2006년 5월 16일 14:00~18:30

장소 : 부산 BEXCO 회의장(M302-1)

주최 : 해양문화학회, 국회바다포럼

주관 : 해양문화학회, 해양문화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후원 :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2006



●●●해양문화 세미나 세부일정●●●

[개회식]  14:00~14:30 사회 : 정문수(한국해양문화학회총무이사, 한국해양대학교교수)

개회사 : 이철 (한국해양문화학회회장, 한국해양대학교교수)

환 사 : 김명주(국회바다포럼연구책임의원)

축 사

[제1세션]  14:30~16:00 사회 : 최 호(해군사관학교교수)

제1주제 : 21세기해양환경개선을위한정책적·제도적대안

발표 : 구자상(전국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장)

토론 : 오 애(울산환경연합사무처장)

제2주제 : 수중문화유산의보호제도검토

발표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장)

토론 : 안재철(남도문화재연구원수중문화재조사부장)

제3주제 : 컨벤션연계해양관광모델의모색–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

발표 : 신 철(동서대교수)

토론 : 전재균(부경대교수)

Coffee Break     16:00~16:15

[제2세션]  16:15~17:45 사회 : 김태만(한국해양대학교교수)

제4주제 : 조선후기해양인식과표류인정책

발표 : 신명호(부경대교수)

토론 : 이 훈(국사편찬위원회연구사) 

제5주제 : 전래어법(漁法) “후리”와민속과학

발표 : 이기복(국립수산과학원큐레이터)

토론 : 이상고(부경대교수)

제6주제 : 항공모함건조는해양도시에무엇을가져다주었는가? 

–프랑스 <클레망소> 항공모함과브레스트도시를중심으로–

발표 : 이학수(부산교대강사)

토론 : 정문수(한국해양대교수)

[종합토론]  17:45~18:30 좌장 : 이철 (한국해양대학교교수)

[만 찬]  18:30~20:00

5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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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
- 환경운동연합의 해양투기반대운동을 중심으로 -

구 자 상

전국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장

- 목차 -

1. 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2. 바다의 파괴

3. 적극적인 폐기물 해양투기

1) 해양오염물질의 80%는 육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2) 해양투기의 시작

3) 해양투기의 문제와 원인

4. 해양투기의 극복과 새로운 해양환경정책을 위해

｢하수슬러지는 량이 시멘트로의 기본워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음식물폐수, 가축분뇨 량이 퇴비로 되거나 

바이오에 지시설의 원료가 될 수있다｣

지난 2월 7일 해양투기 문제해결을 한 정책토론회에
서는 200여명의 업체 표와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이들 

에는 해양투기 규제를 우려하는 폐기물 배출업체와 폐기

물의 재활용 처리기술을 가진 많은 재활용업체들이 참여

하 다. 재활용업체의 계자들은 한결같이 육상에서 친

환경 이고 생태 인 방법을 통해서 해양에 투기하는 막

한 양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하수오니를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여 특허를 획득

한 업체의 경우, 정부당국의 제도  미비를 공개 으로 질

타했다. 유럽의 경우, 가축분뇨의 90%가 바이오에 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계획에 있다. 최근, 한국농어 사

회연구소는 가축분뇨의 퇴비화를 북쪽의 농업지원과 연계

한 지원책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폐기물 리법, 비료 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의 폭 인 

환경  환이 요구된다. 폐기물 리 기본원칙은 감축을 
통한 재활용이 큰 원칙이 되어야 한다. 
육지와 바다는 떨어져 있는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본래 

통합되어 있는 일  생태계이다. 해양환경정책과 육상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안환경계획이 생산되어야 

한다.

장하게

날뛰는 것을 위하여,

찬가를 부르자.

바다여

너의 조용한 달밤일랑,

무덤길에 선

노인들의 추억 속으로,

고시란히 선사하고,

푸른 비석 위에

어루만지듯,

미풍을 즐기게 하자.

파도여!

유쾌하지 않은가!

하늘은 금시로,

돌멩이를 굴린

살얼음판처럼

뻐개질 듯하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야......

두 발을 구르며,

동동걸음을 치고,

나는

번갯불에

놀라 날치는

고기 뱃바닥의

비늘을 세고

임화의 “바다의 찬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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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유산의 보호 과제

김 용 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장

인류 삶의 터 인 지구. 그 지구의 2/3를 차지하는 바다 속에는 수많은 인류 삶의 흔 들이 

해 내려오고 있다. 이들 水中文化遺産은 자연 상이나 어로작업 등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지만, 도굴꾼이나 해 의 보물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의도 으로 인양되기도 한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 개발과 괴로부터 비교  멀리 비켜나 있었고, 그 속에 잠긴 유물 한 상 으로 

안 한 편이었다. 

그러나 SCUBA 등 海中技術의 발달은 수 으로의 근을 쉽게 해 주고, 水中 古學과 같은 

학문의 성립과 활발한 활동을 가능  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안해 문화재발굴조사’(1976-1984
년)를 시작으로 하여 ‘군산 십이동 도 수 발굴조사’ (2003-2004년)에 이르기 까지 활발한 수
고고학 조사활동이 개되고 있다. 한편 발달된 해 기술은 水中 沈船에 한 약탈 등 부 한 

활동을 증시키는 결과를 래하면서 수 문화유산을 큰 험에 빠트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류 공동 자산인 수 문화유산이 심각하게 받고 있는 을 시하고 수 문

화유산의 보호를 한 국제 규범의 창출을 해 노력하게 되었다. 1996년 國際記念物遺蹟委員
(ICOMOS)는 수 문화재 조사의 표 을 설정한 ‘水中文化遺産의 保護  管理에 한 國際 憲
章’을 채택하 다. 國際聯合敎育科學文化機構(UNESCO)는 다년간의 비기간을 거쳐 2001년 
‘水中文化遺産保護協約’을 채택하게 되었다. 약의 제정 취지는 육상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수

문화유산에 한 인류 공익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그 보호를 해 국제  규범의 확립을 이 내

고자 하는 것이다.

재 수 문화유산에 근할 수 있는 국내법  근거로는 문화재  는 비문화재 근이 모두 

가능하다. 최근 우리 해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소  ‘보물선’ 동은 문화재가 아닌 財貨 획득

이라는 경제  개념으로 근을 허용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며, 문화유산 보호에 큰 험을 래
하고 있다. 이는 일반 매장물과 문화재의 구분 인식 미흡, 계 기 에 의한 무분별한 매장물 발

굴허가 등 련 법  장치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 시

킴은 물론 외국과의 외교  분쟁의 소지까지도 안고 있다. 

우리 岸國  하나인 국은 ‘水下文物 保護事業 管理에 關한 中華人民共和國 規則’ (1989
년)을 제정하여 자국 기원  자국 할내의 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 수 문화유산

의 보호와 더불어 소  보물선 동 등과 같은 사회  혼란을 피하기 해서도 련 입법이 시

하다. 우리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입법조치를 해 국제 약과 인 국의 법률구조 등을 심층 있

게 연구,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 문화유산을 보호할 국가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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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연계 해양관광 모델의 모색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신  철*1)

은 오일과 자동차에 이어 세계 3  산업으로 성장했다. 산업은 매우 다양하고 범

하게 구성되어 있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실로 막 하다.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은 고용창출, 소득증 , 련기업의 수익증 , 세수확 , 외화획득 등 국가  지역경제의 활

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을 통해 생활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발 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부분 국가는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
하기 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컨벤션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

반산업으로 인정하고 국가 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가균형발 과 략산업육성 에서 

부산은 2004년 국에서 유일하게 ․컨벤션산업을 4  핵심 략산업  하나로 선정했다. 
이는 련산업의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에 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을 것으

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도시 은 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는데 있어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컨벤
션 개최지는 회의 련 제반여건 못지않게 컨벤션 참가자의 부수 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

는 조건도 갖추어야한다. 부산은 세계 3 의 항만도시라는 국제  상과 빼어난 해양 자원

과 같은 지역  특수성과 차별  우 능력을 략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차별  자원

인 해양 과 컨벤션 비즈니스 간의 시 지를 통해 경제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까지 컨벤션산업과 연 된 연구들은 컨벤션과 지역 을 별개로 취 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산의 컨벤션과 해양 의 연계체계 구축을 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
제회의 유치증 와 해양  상품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인근지역의 해양 자원의 황을 정리하고, 컨벤션과 지역특화 자원 간의 연계 

필요성을 살펴본다. 컨벤션 련업체, 해양  련업체, 시티투어, 회, 컨벤션뷰로, 부산
역시, 해양수산 련기  등 연계구축에 있어 주요 구성요소 간의 력  역할을 모색해본다. 
끝으로 컨벤션․해양  연계상품의 개발방안을 제시한다.

*1) 동서 학교 국제 학과 교수 e-mail: c.shin@dongse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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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인 정책

신 명 호

부경대 사학과

1. 머리말

2. 조선후기 위정자들의 해양인식과 해방제도(海防制度)

3. 영조 40년(1764) 일본 사츠마인 표류와 조선의 해방제도

4. 표류인 정책과 어촌민

5. 맺음말

조선후기 라도 해안가에서 10여년이 넘도록 귀양살이한 다산 정약용은 스스로도 ‘신은 오래도록 바닷가
에 살아 바닷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 다. 이런 다산이 증언하기를 ‘무릇 해도(海島)의 
백성들은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언정 로 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다.( 략) 무릇 다른 나라의 배를 태반이나 숨겨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처자식을 이끌고 일본에 가서 표류인이
라 칭하며 목숨을 부지한다.’고 하 다.
다산의 짧은 증언에는 조선후기 어 민들이 처했던 실이 압축되어 있다. 어 민들은 심하게 말하면 국

가로부터 버림받고 착취나 되는 상으로 취 받았다. 그 이유는 물론 조선이 처했던 경제 , 지리 , 국제
, 역사  요인에 있었다. 즉 토지의 농업경제에 기반했던 조선왕조에서 바다, 바닷사람은 주변부나 경계지
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아울러 감시의 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조선시 의 해방제도(海防制度)와 도서정
책은 그런 인식의 표 이었다.
토지의 농업경제에 기반했던 조선왕조의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국가제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즉 조선왕조의 국가제사를 규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 )』에서 첫 번째에 실려 있는 것이 토
지와 곡식의 신에게 올리는 사직제(社稷祭) 다.
조선왕조에서 사직은 가장 요한 국가제사인 사(大祀)일 뿐만 아니라 왕조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다. 
사직의 안 라는 말은 왕조의 안 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이는 토지와 곡식에 사활을 걸고 있던 농업국가
의 실을 그 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시  정자들의 주 심은 토지, 곡식 그리고 농민에 
두어졌다.
당연히 바다, 어물 그리고 어민에 두어지던 정자들의 심은 토지, 곡식 그리고 농민에 두어지던 심에 
비교가 되지 못했다. 컨  바다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인 해신제(海神祭)는 사직제보다 격이 낮았다. 그것은 
농업국가인 조선왕조에서는 일면 당연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흔히 지 되듯이 조선왕조에서 바다는 토지만큼은 아니라 해도 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반도의 특성상 3면이 바다로 둘러싸 을 뿐만 아니라 조운(漕運)은 물론 일본, 유구 등과의 국제 계도 바다

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래왜 은 해방제도와 함께 조선시 의 해양인식과 표류민정책을 

상징하는 장치 다고 할 수 있다.
이 에서는 조선후기를 상으로 조선시  정자들의 해양인식과 그 같은 인식이 표출되는 구체 인 

응양식을 바다와 직결된 표류인 정책과 어 민과의 계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이것은 조 40년
(1764) 거제도에 표류했던 일본 사츠마인에 한 송환과정을 심으로 하면서 표류인정책과 련된 거제도 
어 민들의 실태, 응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해 해방제도와 동래왜 으로 표되는 조선시 의 해양인식과 

표류민정책의 형식과 내용  이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다산 정약용의 정책 안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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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어법의 자연지리적 배경과 어민의 적응전략

이 기 복

수산과학관 큐레이터

본고는 ‘후리’라는 한 어법의 한반도  분포양상을 통해 어민들의 환경 응 양상을 ‘민속과학’
의 시각으로 근하고자 한다. 
자연환경과 인간, 그리고 어로기술의 계를 생태론  에서 본다면 본고에서 다루게 될 후

리어로의 양상은 환경친화  어법으로 재해석 할 수 있다. 동·남해 어민들의 가장 요한 어로조
건은 조차(潮差)의 미약에 따른 푸른 바다밭과 해안사구의 형성인 반면, 서·남해 어민들의 어로
조건에서 가장 요한 요인은 조석(潮汐)․조간 (潮間帶)와의 련성이다. 이로 인해 ‘후리’라고 
하면 통상 동해안, 특히 부산을 떠올리게 된다. 과연 후리가 동해안만의 산물일까?  후리라고 

하여 하나의 양상만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후린다는 의미
로 막연히 불러오고 받아들인 ‘후리’라는 용어에도 첩된 개념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 환경조
건에 따른 ‘후리’ 어법의 양상도 다양하다. 이는 자연계의 포  움직임과 이에 조응하여 삶을 

하는 해양생물계, 다시 자연계와 생물계의 계를 하게 이용하여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응 략이 반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필자는 쓰여지지 아니한 민 의 역사상을 복원하는 데 일차  지향 을 두고 있으며 본

고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해당 지역 어민생활사의 구 기록

(口傳記 ), 혹은 구 역사(口傳歷史)를 포 하는 민속지(民俗誌)를 토 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  사료에서 찾을 수 있는 후리어법의 모습을 정리하고, 한말 일제
의 기록과 재 어민들의 구술(口述)을 통해 후리어법의 변화상과 이를 둘러싼 어민들의 응
략을 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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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건조는 해양도시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 
- 프랑스 클레망소 항모건조와 브레스트 항구를 중심으로(1961-2006) -

이 학 수

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유럽학과

- 차례 -

I. 들어가는 말 

II. 브레스트 군항

III. 항공모함 건조가 도시에 미친 영향

IV. 군항의 툴롱이전과 브레스트 도시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항공모함 건조를 둘러싸고 개되는 해양자치도시, 해군당국, 정부 3자 간의 보완/ 갈등 계를 

먼  살펴보고, 그런 뒤에 항공모함 건조가 특정 항구도시에 미친 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다. 
이 논문은 한 해양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며, 동시에 해양도시와 해양
기술과의 상 계를 규명하는 것을 2차 목 으로 하고 있다.
서양에 치한 랑스의 스트 항구도시는 원래 군항이었다. 랑스 해군이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하여 이 도시에서 항모 건조를 결정한다. 스트 항구는 원래 교역 항과 

군항으로서의 두 기능을 지닌 항구 다. 이차세계 시기에 토화되다시피 했지만 해군사 학교와 학

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재는 4년 마다 개최하는 국제해양축제 도시로도 유명하다.
항공모함을 한 척 건조한다는 것은 천문학  비용을 쏟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후한 포슈 항공모함
을 체하게 될 클 망소 항모 건조는 스트 도시에 경제  군사  문화  향을 비롯하여 엄청난 

을 안겨 주었다. 스트의 거의  노동력이 조선소로 몰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
라 각종 하청업체들과 유  업체들이 스트 항구로 몰려 들어왔다. <클 망소> 항공모함 건조로 스

트 도시는 활기를 띠었고 도시의 미래도 지나치게 장미 빛이었다.
하지만 지 해 조선 산업의 경기 후퇴로 군항을 스트에서 지 해의 도시 툴롱으로 이 했고, 조선업
체들도 스트 도시를 떠나갔다. 스트 시는 총력을 기울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안을 모색했지만 이 다 할 과시  성과는 없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좌 우  정치권력도 개입했

지만 무 로 끝났다. 군항의 툴롱 이 이후 스트 시는 격한 쇠퇴를 거듭하고 많은 인구도 이 도시를 

떠나갔다. 자치 시는 이제 항모 건조 이 의 상태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만 했다.
한편 클 망소 항모는 퇴역식을 가진 뒤 2006년 재 해체를 앞두고 있다. 랑스 해군당국은 항모를 

국에 매각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으나 상이 진 되지 않아 신 선체 해체를 결정했다. 그런데 항모 
건조 당시 재로서는 지된 석면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해체에 많은 애로가 있다. 랑스는 이를 

터키나 인도 등 외국의 조선소에서 해체를 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 가 심해 그것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클 망소 항모를 건조했던 스트의 주민들은 그 동안 클 망소 항모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항모 퇴역과 해체에 남다른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연히 도시 체 분 기는 착잡함에 젖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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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식, 김철호(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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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 한국 동해 연안해역 수심적분 준관성주기 운동에너지의 국지
변화(Local change of depth-integrated near-inertial kinetic
energy off the east coast of Korea)
남성현, 장경일, 김 구(서울대)

PP-12 군집 분석을 이용한 국지 해일 모델 지역 확장
이다운, 서장원, 박상욱, 유승협, 윤용훈(기상연구소)

PP-13 ROMS를 이용한 동아시아의 해수 순환 재현
조창우, 장유순, 조양기, 문광석, 윤용훈, 서장원(기상연구소)

PP-14 Simple experiment on the interaction between typhoon
and ocean surface mixed layer 
강현우, 정경태, 소재귀, 장찬주, 강석구(한국해양연구원)

PP-15 3 M 원반형 해양기상관측부이 국산화 개발
김태희(기상청)

PP-16 겨울철 서해 먼바다 및 앞바다 해상 악기상 비교
김태희, 원광석, 김준형, 유상진, 박남철(기상청)

PP-17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한 조석잔차류 형성 및 담수확산 변
화에 대한 모델연구
권효근, 이상호, 백혜연, 김창수, 이광희, 손 태(군산대)

PP-18 Simulation of global ocean using FMS-MOM4
장유순, 조창우, 윤용훈, 서장원(기상연구소)

PP-19 Observed currents and bottom temperature by ADCP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of the East China Sea
Byung-ho Lim, Kyung-Il Chang, Andres Magdalena, Mark
Wimbush, Dong-kyu Lee, SungHyun Nam(서울대)

PP-20 해양공사시 오탁방지막 설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맹준호, 조광우, 주용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21′Wind Effect on Bulk-Skin Sea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in the Pacific Ocean
박경애, 김경렬, 안명환(서울대)

해양생물 1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3:30-14:30)

진행자：김 혜(국립수산과학원)

BP-01 갯벌을 이용하는 쥐노래미와 조피볼락의 섭식생태
서인수, 홍재상(㈜해양생태기술연구소)

BP-02 월성연안 어류군집의 계절별 분포특성 및 어구별 어획자료
비교
길준우, 선 란, 박석순, 김 섭, 김종빈(한전전력연구원)

BP-03 고리 주변해역에 출현하는 반딧불게르치(Acropoma
japonicum)의 식성
허성회, 박주면, 추현기, 백근욱(부경대)

BP-04 Genetic structure and the evolutionary history of the North
Pacific chum salmon populations
김고은, 이윤호, 정다금, 강거 , 정웅식, 성기백, 강수경, 김수암
(한국해양연구원)

BP-05 Yellow clay and the respiration of farmed black rockfish,
Sebastes schlegeli
서경석, 김종욱, 김완수, 이창규, 이윤(국립수산과학원)

BP-06 Seasonal Variation in Species Composition and Abundance
of Fish in an Eelgrass bed of Aaenggang Bay, Korea
Sung-Hoi, Huh, Won Jin, Hwang, Seok Nam, Kwak(부경대)

BP-07 Vitellogenesis of the Juvenile Rockfish, Sebastes schlegeli
Expoosed to 4-Nonylphenol
Un-Gi Hwang, Young-Sang Seo, Yong-Hwa Lee, Hee-Gu Choi,
Min-Gyu Choi, Jun Yoo, Jung-Min Shim, Young-Sook Kim,
Jae-Dong Hwang, Seok-Hyoun Yoon(동해수산연구소)

해양생물 2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3:30-14:30)

진행자：서호 (전남대학교)

BP-08 The food pathway of Nemopilema nomurai (Scyphozoa:
Rhizostomeae)
이혜은, 김향임, 윤원득, 임동현, 장수정(국립수산과학원)

BP-09 중금속이 보름달물해파리(Aurelia aurita)의 polyp에 미치는 향
이석현, 윤원득, 임동현(국립수산과학원)

BP-10 마산만 보름달물해파리 유생의 수층별 분포와 계절적 개체군
변이
이우진, 신경순, 장민철, 현봉길(한국해양연구원)

BP-11 Relation between Oceanographic Conditions and Mass
Occurrence of the Giant Jellyfish(Nemopilema nomurai) in
the Northern Part of the East China Sea in Summer 2005
양준용, 장수정, 윤원득, 임동현(국립수산과학원)

BP-12 섬진강 하구역과 반 폐쇄성 내만인 마산만의 섬모충플랑크톤
의 현존량 분포
이재도, 신경순, 이원제(한국해양연구원)

BP-13 해양 요각류 개체군에 대한 PCBs의 향
김찬국, 김종현, 박건호, 이규태, 이정석, 이종현(㈜네오엔비즈)

BP-14 The Redescription of Mormonilla phasma Giesbrecht
(1891) from the Northeastern Pacific
조규희, 김웅서, 이원철(한양대)

BP-15 The effect of suspended sediment on marine plankton
community
최중기, 김선 , 서지호, 유만호, 이 주, 최휴창(인하대)

BP-16 중형폐쇄생태계를 이용한 부유생물그룹 변동 연구
홍현표, 송태윤, 유정규, 명철수((주)이엔씨기술연구소)

BP-17 아산만 해역 춘계 대증식기간의 플랑크톤 동태
이창래, 박 철, 양성렬, 신용식(충남대)

BP-18 Behaviour of krill fishing fleets and its response to marine
environmental variability; trends determined from krill
fishery logbook data
손동화, 신형철(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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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19 한국 남태평양기지(마이크로네시아 축주) 주변 해양생물 및
퇴적물로부터 분리된 미생물의 다양성
권개경, 양성현, 배승섭, 이정현, 김상진(한국해양연구원)

BP-20 Possibl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uccess in
biological introduction in the Incheon and Ulsan port
강정훈, 현봉길,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

BP-21 Biological efficacy tests of marine plankton community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강정훈, 현봉길, 강경화,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

BP-22 Production of planktonic marine copepod Acartia hongi in
a temperate coastal waters
윤석현, 최중기(동해수산연구소)

BP-23 Distribution and polymorphism of Labidocera rotunda Mori,
1929(Calanoida : Pontellidae) in the South Sea, Korea
Hyeon Gyeong Jeong, Ho Young Soh, Hae-Lip Suh, 
Yang Ho Yoon and Im Ho Choi(전남대)

해양생물 3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3:30-14:30)

진행자：정익교(부산대학교)

BP-24 Asian dust events and early spring bloom initiation in the
East Sea
조춘옥, 이재 , 박경애, 김경렬(서울대)

BP-25 동계 여수연안 해초지 식물플랑크톤의 분포 특징
오현주, 이상용, 문성용(국립수산과학원)

BP-26 제주도 연안 식물플랑크톤의 분포 특징
오현주, 유 준, 김정배, 정창수, 김승한, 김상수, 김숙양
(국립수산과학원)

BP-27 The seasonal variation of nutrients, chlorophyll-a and
phytoplankton productivity in Asan Bay
강옥희, 안대성, 박철, 양성렬(광주대)

BP-28 Distribution of marine benthic diatoms in East Asian tidal
flats: focussing on the flora of Japanese mudflat
박진순, 고철환(서울대)

BP-29 진주만 식물플랑크톤 분포 및 계절변동 특성
윤양호, 박종식, 이종석 (전남대)

BP-30 섬진강 하구역과 마산만의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 비교
김 옥, 윤미란, 장풍국, 강정훈,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

BP-31 서해 천수만 연안의 식물플랑크톤 시공간적 변동
윤숙경, 박승윤, 김형철, 김평중(서해수산연구소)

BP-32 진해만과 남해동부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와 환경특성
안득균, 임월애, 권기 , 손문호, 이창규, 이 윤(국립수산과학원)

BP-33 Characteristics of phytoplankton composition in the Asan
Bay
이향화, 신용식, 박 철, 양성렬(목포해양대)

BP-34 산강 하구의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조사
이향화, 신용식, 정병관, 추앙둥바흐(목포해양대)

BP-35 산강 하구의 식물플랑크톤의 크기구조 변동
정병관, 신용식, 추앙둥바흐, 이향화(목포해양대)

BP-36 Size-structure of phytoplankton in the Asan Bay: field studies
Quang-Dung Bach, Yongsik Sin,  Sungryull Yang, Chul Park
(목포해양대)

BP-37 국내 출현 Thalassiosira spp.의 세부형태와 life cycle
박종규, 임 걸(군산대)

BP-38 동계 월성해역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일차생산 특성
박종규, 임 걸(군산대)

BP-39 새만금 주변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 분포와 환경특성
김숙양, 김학균, 김평중, 강 실, 임월애, 정창수(국립수산과학원)

BP-40 발표취소

해양지질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3:30-14:30)

진행자：김부근(부산대학교)

GP-01 PCADCP(RDI)와 Grant and Madson의 식으로 구한 Shear
stress와 Z0값의 비교분석.
김태경, 이희준(한국해양연구원)

GP-02 발표취소

GP-03 낙동강 하구 연안역 지형변화 연구-울타리섬 해안선의 장기
변화-
김백운, 이상룡, 김부근, 김형직(군산대)

GP-04 동해 울릉분지 퇴적물에서의 유기탄소 플럭스
이태희, 김동선(한국해양연구원)

GP-05 섬진강하구 부유물질 퇴적작용과 물질수지
이병관, 김석윤(부경대)

GP-06 The Role of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Paleoclimatic
Implications
유규철, 윤호일(극지연구소)

GP-07 몽골 북부 홉스골 호수 천부 퇴적층으로부터 해석된 신생대
제4기 후기 고기후 변화
정대교, 천종화, 신승원, 임선미, 김복혜(강원대)

해양화학 1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3:30-14:30)

진행자：안순모(부산대학교)

CP-01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peptide from
cyanobacteria Aphanocapsa sp.
오선관, 김종인, 노정래(군산대)

CP-02 Comet assay를 이용한 갯지 이(Perinereis aibuhitensis) 혈
구세포의 마산만 퇴적물에 대한 유전독성 평가
서진 , 김기범, 최진우, 임운혁, 현상민(한국해양연구원)

CP-03 Research on Effects of Organotin Pollution to Shellfish
Populations at the Korean and Japanese Coast: Current
Status and a Mode of Action of Organotins
Min Ho CHOI, Hyeon Seo CHO, Jeong Hoon LEE, Gui Young
KIM, Min Gyu CHOI & Toshihiro HORIGUCHI(전남대)

CP-04 Survey of Butyltins in the marine environment of Korea-Ⅰ.
National Monitoring Program 2001-2005
최민규, 김귀 , 김상수, 문효방, 최희구(국립수산과학원)

CP-05 Survey of Butyltins in the marine environment of Korea-Ⅱ.
Butyltins contamination around harbors
최민규, 김귀 , 엄지 (국립수산과학원)

CP-06 양염에 주입에 따른 양염과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의 변
화에 관한 연구
장풍국, 신경순, 윤미란, 강경화, 장민철(한국해양연구원)

CP-07 새만금 제4호방조제 건설 전후의 화학적 변화
정주 , 정용훈, 채윤주, 이충원, 김소 , 김 태, 양재삼(군산대)

CP-08 Box model을 이용한 곰소만의 Salt, DIP, TDN의 물질 수지 평가
정용훈, 김 태, 채윤주, 이충원, 김소 , 정주 , 양재삼(군산대)

CP-09 천수만에서 저산소수괴 발생과 해양환경특성 변화
김형철, 박승윤, 김평중, 최윤석(국립수산과학원)

CP-10 여자만 북부해역 표층퇴적물중 유기물의 분포특성
윤양호, 노일현, 박 균, 김기 (전남대)

CP-11 경기만 장안퇴 해역에서 퇴적물 준설활동에 의한 수질 변화
연구
김동화, 박용철, 지호 , 김형건(인하대)

CP-12 아산연안 수질환경의 변동 특성
박승윤, 김형철, 김평중, 박경수(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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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 연구 및 해양기상 (1)
(C203, 09:45-10:30)

좌장：강석구(한국해양연구원)

PO-07 수치모형을 이용한 경기만 한강하구 구역별 특성
우승범, 윤병일, 송용식, 김태인(인하대)

PO-08 한강하구의 조류변형 특성
우승범 , 정우진 , 유학렬 , 윤병일, 송용식(인하대)

PO-09 Comparison of mixed and mixing layer depths simulated
by an OGCM
이우성, 노의근(연세대)

Biomaker, DNA 등 (1)
(C204, 09:30-10:30)

좌장：이윤호(한국해양연구원)

BO-07 Javanese Medaka, Oryzias javanicus, a new test organism
for aquatic risk assessment
우선옥, 염승식, 이택견(한국해양연구원)

BO-08 Functional genomic approaches for soft coral community
health assessment
우선옥, 염승식, 박홍석, 이택견(한국해양연구원)

BO-09 DNA칩을 이용한 연어과 어류의 종 구분
이윤호, 정다금, 김고은, 김충곤, 정진욱, 윤현규, 황승용, 강수경
(한국해양연구원) 

BO-10 Bioactive Compounds from Korean Marine Organisms
함정엽, 황후상, 고재 , 조성진, 양인호, 진정욱, 고현실, 이재환,
김석호, 남상집, 최혁재, 이동섭, 강헌중(서울대)

퇴적작용
(M201-1, 09:45-10:30)

좌장：김백운(군산대학교)

GO-09 순천만에서 퇴적물의 이동 특성
이희준, 김민지(한국해양연구원)

GO-10 Sediment Transport in Adjacent, but Distinctive Estuaries
of Southwest Florida
이관홍(인하대)

GO-11 발표취소

탄소순환
(M201-2, 09:45-10:30)

좌장：신경훈(한양대학교)

CO-06 발표취소

CO-07 Global relationships of total alkalinity with salinity and
temperature in surface waters of the major oceans
Lan Thi Tong, 이기택(포항공대)

CO-08 Particulate elemental characteristics and phosphate
scavenging of the hydrothermal plume in the western
spreading ridge of the Bismarck Sea
김석현, 홍기훈, 정창수, 김 일, 김경련, 최기 , 전동철
(한국해양연구원)

수치모델 연구 및 해양기상 (2)
(C203, 10:45-12:00)

좌장：강현우(한국해양연구원)

PO-10 Turbulent Flow Characteristics in the Doboy Sound,
Georgia, USA: An Observation and Model Simulation
KiRyong KANG, Daniela Di Iorio(기상청)

PO-11 바다모래 채취에 의한 부유토사의 3차원 거동 예측실험
김창식, 임학수, 김진아(한국해양연구원)

PO-12 Generation of the climatological temperature and salinity in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on a 1/4°grid
김용선, 김성대, 민홍식(한국해양연구원)

PO-13 ENSO amplitude changes in climate change commitment
to atmospheric CO2 doubling
예상욱, 박 규, Ben P. Kirtman(한국해양연구원)

PO-14 기상청 현업 파랑 및 해일모델 검증 및 모니터링시스템
서장원, 박상욱, 유승협, 이다운, 현유경(기상연구소)

Biomaker, DNA 등 (2)
(C204, 10:45-12:00)

좌장：강헌중(서울대학교)

BO-11 Hepatic CYP1A levels and EROD activity in Marbled sole
- a case study in Masan Bay
정지현, R.F. Addison, 심원준, 김대중, 한창희(한국해양연구원) 

BO-12 Modulation of two distinct cytochrome P450 aromatase by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 the hermaphroditic fish
Rivulus marmoratus
이 미, 서정수, 김일찬, 윤용달, 이재성(한양대)

BO-13 Expression,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glutathione
S-transferase in hermaphroditic fish Rivulus marmoratus
(Cyprinodontiformes, Rivulidae)
이 미, 서정수, 김일찬, 윤용달, 이재성(한양대)

BO-14 Antioxidant defence genes(ascorbate peroxidase and
glutathione reductase) from the intertidal copepod
Tigriopus japonicus, as a possible biomarker for
environmental oxidative chemicals
서정수, 황대식, 이재성, 박흠기, 이재성(한양대)

BO-15 Heat shock proteins from the intertidal copepod Tigriopus
japonicus, as a possible biomarker for environmental stresses
서정수, 이재성, 황대식, 박흠기, 이재성(한양대)

해수면 변동과 고해양학
(M201-1, 10:45-11:45)

좌장：박정기(한국해양연구원)

GO-12 IODP 310 Tahiti Sealevel Change의 연구경과보고
우경식, 이 주(강원대)

GO-13 부유성 유공충의 Mg/Ca를 이용한 마지막최대빙하기 이후
서태평양 적도지역의 표층해수 고온도 복원
김형직, 김부근, 유찬민, 문재운, 박정기, 김기현(부산대)

GO-14 Paleoceanographic discordance by complex sedimentation
in the bathymetric-highs, the East Sea
김부근, 박장준, 현상민(부산대)

GO-15 Seismic reflection patterns of the Korea Strait shelf mud
off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and the Holocene
relative sea-level change
이광훈, 김대철, 박수철, 김한준, 주형태, 김부근(부경대)

퇴적물 화학
(M201-2, 10:45-11:45)

좌장：최만식(충남대학교)

CO-09 마산만 표층 퇴적물에서 AVS, SEM을 이용한 환경연구
현상민, 이창훈, 유송희, 김수현(한국해양연구원)

CO-10 광양만 주변해역 퇴적물에서의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최민호,강조해, 박정채, 조현서(전남대)

CO-11 Moving Ship에 의한 액체CO2용해·희석방식의 경제적 타당
성 분석
오위 , 박세헌, 권석재(한국해양연구원)

CO-12 Depth ranges of alkenone production in the East Sea
이경은, 최지 (한국해양대)

SA-IV d

SA-IV c

SA-IV b

SA-IV a

SA-III d

SA-III c

SA-III b

SA-III a

구두발표 : 5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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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시오 국제해양 공동조사의 회고
(C203, 13:30-14:00)
이석우(㈜한국해양과학기술)

황/동중국해 및 외해역
(C203, 15:00-16:30)

좌장：조양기(전남대학교)

PO-15 Observation of Internal Waves in the East China Sea
Jae Hak Lee, Iossif Lozovasky, Sung Tae Jang, Chang Joo Jang,
Chang Soo Hong(한국해양연구원)

PO-16 Oceanic turbulence within the bottom boundary layer in
the East China Sea
Sung-Tae Jang, Jae Hak Lee, Chang-Su Hong, Chan Joo Jang,
Joo-Hyung Ryu(한국해양연구원)

PO-17 Tidal regime changes of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due to the Saemankeum tidal barrage and Siwha tidal
power plant operation
강석구, 이광수, 장찬주, 박진순, 정경태(한국해양연구원)

PO-18 On the location for the Joint Korea-China Yellow Sea
Buoy
강현우, 이동 (한국해양연구원)

PO-19 비스마크해 중부해역에서 관측된 수괴특성과 저층해류
전동철, 신창웅, 김봉채, 김석현, 이상묵(한국해양연구원)

PO-20 Regional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the
Yellow Sea  and the Establishment of GOOS
이동 (한국해양연구원)

생태계 독성평가
(C204, 14:45-16:30)

좌장：박경수(국립수산과학원)

BO-16 국내산 단각류를 이용한 해양 퇴적물 독성시험기법 개발
이정석, 이규태, 김찬국, 문성대, 박건호, 이종현(㈜네오엔비즈)

BO-17 해양생물에 대한 유해오염물질의 독성 향평가
김찬국, 이정석, 이규태, 문성대, 김종현, 박건호, 이종현
(㈜네오엔비즈)

BO-18 해양 저서생태계에 PCBs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미치는 향
박건호, 이규태, 이정석, 김찬국, 문성대, 이종현(㈜네오엔비즈)

BO-19 해양환경내 다이옥신 유사물질 생물 향 평가를 위한 유전자
재조합 세포의 이용
이규태, 이정석, 김찬국, 박건호, 이종현, 고철환(㈜네오엔비즈)

BO-20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해양환경평가 기법 신기술 개발(N-tox)
이규태, 이정석, 김찬국, 김혜진, 박건호, 이종현, 고철환
(㈜네오엔비즈)

BO-21 독성작용이 다른 유기독성물질간의 지연독성 향의 비교
이종현, 이규태, 이정석, 박건호, 김찬국(㈜네오엔비즈)

BO-22 퇴적물환경기준 작성을 위한 퇴적물독성평가기법의 적용
이종현, 이규태, 이정석, 박건호, 김찬국(㈜네오엔비즈)

저서생태계
(M201-1, 15:00-16:30)

좌장：신현출(여수대학교)

BO-23 거제도 남동부 연안 저서다모류군집의 시·공간적 분포
(Spaio-temporal distribution of benthic polychaetous
community along the south-eastern coast of Geoje Island)
임경훈, 신현출(전남대)

BO-24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역 저서다모류군집의 공간 분포 및
계절 변동(Spatial and seasonal variation of benthic
polychaetous community around Gori-Nuclear Power Plant)
임경훈, 신현출(전남대)

BO-25 광양만 저서동물군집의 장기변동(Long-term variation of
Macrobenthic community in Gwangyang Bay)
이정호, 임경훈, 김용현, 신현출(전남대)

BO-26 가막만 기회주의적 저서다모류의 시,공간 변동
김용현, 팽우현, 신현출, 조현서(전남대)

BO-27 남해안 해사채취 해역 어류의 섭식 생태와 저서동물 군집 기
능 연구
유재원, 이만우, 이현정, 김효진, 김창수, 이창근, 홍재상, 손규희,
한경남(㈜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BO-28 무생물기질을 이용한 갯벌 대형저서동물의 재점유와 천이과
정에 있어서의 포식의 향 고찰(Examination of predation
effects on recolonization and succession of tidal flat
macrobenthos in defaunated sediments)
김창수, 유재원, 박미라, 김효진, 이현정, 이창근, 홍재상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기체화학
(M201-2, 15:00-16:15)

좌장：이경은(한국해양대학교)

CO-1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오존 농도변화와 공기궤적 분석
Trajectory Cluster Analysis of Surface Ozone Observed at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during 2003 and 2005
신범철, 이미혜, 이재학, 심재설(고려대)

CO-14 발표취소

CO-15 Diel variations in DMSP and DMS
이현우, 이기택, 신경순, 강정훈, 이원제(포항공대)

CO-16 발표취소

CO-17 발표취소

적조
(C203, 16:40-17:55)

좌장：이창규(국립수산과학원)

BO-29 와편모조류의 양세포와 시스트의 유연성
박종식, 윤양호, 김대일(전남대)

BO-30 Bacterivory by co-occurring red-tide algae, heterotrophic
nanoflagellates, and ciliates on marine bacteria
성경아, 정해진, 김 신, 김광훈, 강정훈(서울대)

BO-31 Physical Oceanic conditions on summertime related with
Harmful Algal Blooms in the Korean Waters
한인성, 정희동, 성기탁(국립수산과학원)

BO-32 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of Harmful Algal
Blooms(HABs) for the South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Tang, DanLing and BaoPing Di, Im Sang Oh, Jin Li 
(SCSIO(남중국해해양연구소))

BO-33 다기능성 적조생물인 섬모류 Myrionecta rubra의 생태학적
지위
명금옥, 장건강, 김형섭, 이원호(군산대)

식물플랑크톤, 해수색 등
(C204, 16:40-17:55))

좌장：정해진(서울대학교)

BO-34 신경망 회로를 이용한 연안역 식물플랑크톤 개체수 변동 예측
박용우(목포해양대)

BO-35 Factors controlling the growth of summer phytoplankton in
the southeastern Bering Sea
노태근 and Terry E. Whitledge(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SA-VII b

SA-VII a

SA-VI d

SA-VI c

SA-VI b

SA-VI a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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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36 Satellite observation of spring blooming variation
influenced by wind stress in the East Sea
김현철, 유신재, 오임상(한국해양연구원)

BO-37 해색위성 상에서 관측된 동중국해 북부해역 하계 클로로필
의 분포
김상우, 고우진, 장이현, 야마다게이꼬, 정희동
(국립수산과학원)

BO-38 해양 미소조류의 광생물학적 수소생성：녹조류와 남세균류의
비교
이원호, 박종우, 김재만(군산대)

해양물리 1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4:00-15:00)

진행자：서장원(기상연구소)

PP-21"SeaWifs 해색 상을 이용한 표층해류 벡터 추정과 검증
김 응, 노 재, 안유환(충남대)

PP-22 Interannual Variation of the Winter Air-Sea Heat Flux in thr
Kangjin Bay, South Sea in 2004-2006
정광 , 노 재(충남대)

PP-23 산강 하구언 방류에 따른 여름철 목포 연안 저염화 수치실험
박용우, 조양기, 신용식, 이창희(목포해양대)

PP-24 이어도 기지에서 연속 관측된 해수특성 자료의 특성
오경희, 박 규, 임동일, 정회수, 심재설(한국해양연구원)

PP-25 해양개발사업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주용준, 맹준호, 조광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26 조간대해역 수온변화 특성과 예측
김태완, 조양기, 유광우(전남대)

PP-27 기상자료를 이용한 조간대 내부 온도 예측
조은주, 조양기, 김태완(전남대)

PP-28 Variability of current structure due to the meso-scale
eddies on the bottom slope southeast of Okinawa Island
한인성, M.Konda, H.Ichikawa, X.-H. Zhu, K.Ichikawa, 정희동,
성기탁(국립수산과학원)

PP-29 연구울릉분지에서 3D-Var 기법을 이용한 재분석 자료와 관측
결과 비교(1999-2001)
김 호, 박종진, 박선기, 이상현, 김 규, 김형록(서울대)

PP-30 동계 서해의 해황과 기상인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우진, 김상우, 장이현, 정희동, 최용규, 성기탁, 김동선
(국립수산과학원)

PP-31 2005년 7월 동해 울릉분지 해역의 유속분포
신창웅(한국해양연구원)

PP-32 Marine Ecosystem Response to Nutrient Input Reduction
in Jinhae Bay, South Korea
오현택, 이원찬, 구준호, 박성은, 정래홍, 박종수(국립수산과학원)

PP-33 우리나라 서남부 해역에서의 해수 분광 특성 연구
민지은, 유주형, 문정언, 안유환, 이규성(한국해양연구원)

PP-34 Deriving mechanisms of thermohaline intrusion in Korean
south sea front during cooling season, 2003
Young-Tae Son, Sang-Ho Lee, Jea Chul Lee(군산대)

PP-35 새만금 방조제 체절 전·후의 표층 M2 조류 비교
김창수, 이상호, 손 태, 권효근, 이광희, 김 배, 정우진, 유학렬
(군산대)

PP-36 해조장조성해역(강원도 임원)에서 2006년 동계 유속에 관한
연구
황재동, 서 상, 윤석현, 이용화, 심정민, 김 숙, 황운기, 홍정표,
김 대, 한형균(동해수산연구소)

PP-37 실시간 어장정보 부이시스템에서 관측한 수온 및 유속에 관
한 연구
황재동, 서 상, 이 주, 이용화, 윤석현, 심정민, 김 숙, 황운기, 
한형균(동해수산연구소)

PP-38 동해 수리적 특성과 수온 변화
윤상철, 윤이용(관동대)

PP-39 이어도 해수분광기를 이용한 위성자료의 대기보정 연구
유주형, 문정언, 민지은, 안유환, 심재설(한국해양연구원)

PP-40 위성 고도계 자료를 이용한 드레이크해협 표층 지형류 산출
홍창수, 이재학, 박용향, 방익찬(한국해양연구원)

PP-41 해수 광 특성을 이용한 염분 추정 기법에 관한 연구
문정언, 유주형, 안유환, 양찬수, 최중기(한국해양연구원)

PP-42 발표취소

해양생물 1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4:00-15:00)

진행자：이택견(한국해양연구원)

BP-41 Genetic species identification with the gut contents from
Maurolicus japonicus by PCR analysis
서현석, 김충곤, 김 성, 강형구, 오지나, 이윤호(한국해양연구원)

BP-42 Bioactive Compounds from a Korean Marine Tunicate
Weihong Wang, 이재환, 고현실, 황후상, 강헌중(서울대)

BP-43 발표취소

BP-44 FXR Antagonists from Korean Marine Organisms
최혁재, 주문경, 진정욱, 고현실, 황후상, 강헌중(서울대)

BP-45 Secondary Metabolites from a Korean Marine Sponge of
the Genus Spongi and their Biological Activities
남상집, 신경진, 고현실, 이재환, 황후상, 오진구, 진정욱, 고재 ,
강헌중(서울대)

BP-46 Molecular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 of three clock
genes from the mudskipper, Scartelaos gigas
송정민, 강거 , 김고은, 서현석, 김충곤, 김완수, 이윤호
(한국해양연구원)

BP-47 Manganase and Copper/Zinc superoxide dismutase genes
from the intertidal copepod Tigiopus japonicus, as a
possible biomarker for heavy metal pollution
서정수, 박태진, 박흠기, 이재성(한양대)

BP-48 Assessment of the organic contaminants in Korean coastal
sediments : Instrumental Analyses and in vitro bioassays
김종성, 고철환(서울대)

BP-49 Evaluation the bio-toxicity of shipyard effluent water and
surrounding stream water
안준건, 서진 , 김기범(국립경상대)

BP-50 해양미세조류 21종 지방산 함량 분석과 5종 성장단계에 따른
지방산 조성의 변화
김소정, 최은석, 류태권, 이택견(한국해양연구원)

BP-51 발광미생물 Vibrio fischeri(N-tox)에 대한 시안과
Dichlorophenol의 혼합독성 향
이정석, 이규태, 김찬국, 김혜진, 박건호, 이종현(㈜네오엔비즈)

BP-52 Photosynthetic responses of a benthic diatom to selected
heavy metals and herbicides
강은주, 김광용(전남대)

BP-53 Inhibition of cholinesterase activity in vivo and vitro-a case
study in Masan Bay
정지현, R.F. Addison, 심원준, 홍상희, 오정환, 오재롱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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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54 Experimental conditions affecting the half-life period of
sodium hypochlorite(NaOCl).
현봉길, 강정훈, 강경화, 이우진,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 2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4:00-15:00)

진행자：정래홍(국립수산과학원)

BP-55 시비기 잘피묘(Zostera marina seeding)의 생장에 미치는 향
박정임, 김정배, 이근섭(부산대)

BP-56 Life history and reproduction of Gammaropsis
japonicus(Amphipoda, Corophiidae) on a seagrass
bed(Zostera marina L.) in southern Korea
정승진, 유옥환, 서해립(전남대)

BP-57 Secondary production of Gammaropsis japonicus
(Amphipoda, Corophiidae) on a seagrass bed(Zostera
marina L.) in southern Korea
정승진, 유옥환, 서해립(전남대)

BP-58 이식된 잘피의 생장도 변화
김정배, 박정임, 정창수, 이근섭(국립수산과학원)

BP-59 월성 주변 해역 대형저서동물의 분포 특성
이형곤, 유옥환, 백상규, 박흥식, 김종관, 이재학(한국해양연구원)

BP-60 서식지 교란에 따른 저서생태계 군집구조 변화
유옥환, 이형곤, 이재학, 박흥식, 김동성(한국해양연구원)

BP-61 마산만의 자연갯벌과 인공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군집
구조
서진 , 최진우, 이창훈, 한기명(한국해양연구원)

BP-62 마산만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시, 공간적인 변동
장민철, 신경순, 장풍국, 이우진, 이재도, 윤미란, 강정훈
(한국해양연구원)

BP-63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조하대에 분포하는 대형저서동물의 군집
구조
서인수, 최병미, 박현제, 윤건탁, 손민호, 김광봉, 강창근, 홍재상
(㈜해양생태기술연구소)

BP-64 북동태평양 심해저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의 위도별 서식
패턴의 연간 변화
민원기, 김동성(한국해양연구원)

BP-65 해사채취로 인한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단기 변동
민원기, 노현수, 김동성(한국해양연구원)

BP-66 A new species of the genus Tenuidraconema (Nematoda:
Draconematidae) from a seamount near Tonga Islands
(South Pacific), with notes on habitat and biogeography
노현수, 민원기, 김동성(한국해양연구원)

BP-67 서해안 남해포 갯벌에 우점하는 저서다모류의 도변화
고병설, 최옥인, 조 조, 송재희, 권대현(국립수산과학원)

BP-68 강화도 갯벌에 서식하는 배양 가능한 철 환원 세균의 군집구
조 및 다양성
조혜연, 목진숙, 김성한, 현정호(한국해양연구원)

BP-69 광양만의 저서미세조류의 계절적 변동
신용식, 이상현, 추앙둥바흐, 정병관(목포해양대)

해양생물 3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4:00-15:00)

진행자：김창훈(부경대학교)

BP-70 Estimation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Growth Potential
Using a Dialysis Membrane
이 식, 이재성(국립수산과학원)

BP-71 Diurnal ultrastructural changes of Chattonella
antiqua(Raphidophyceae)
김소 , 서경석, 이창규, 신웅기, 이윤(국립수산과학원)

BP-72 Growth kinetics of a flagellate, Chattonella antiqua
(Raphidophyceae) isolated from Korea
서경석, 김소 , 박 태, 이 윤(국립수산과학원)

BP-73 Effect of Cochlodinium blooming on the physiology of
abalone
서경석, 이창규, 김귀 , 이 윤(국립수산과학원)

BP-74 적조생물 Cochlodinium polykrikoides와 Chattonella antique
에 대한 제어세균 특성
최별님, 박 태, 김소 , 서경석, 변희국, 이창규, 이 윤
(국립수산과학원)

BP-75 2005년 한국연안의 Pseudo-nitzschia 속, Alexandrium 속,
Dinophysis 속의 분포
손문호, 서경석, 박 태, 안경호, 이창규(국립수산과학원)

BP-76 유독 Alexandrium tamarense를 먹인 진주담치의 마비성패독
배출 특성
김 수, 손명백, 김창훈(부경대)

BP-77 동해안의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심정민, 김 숙, 서 상, 이용화, 황운기, 황재동, 윤석현, 전경암
(동해수산연구소)

BP-78 Spatial Distribution of Dinoflagellate Resting Cysts and
Detection of HAB species using PCR assay in Sediments
of the Yellow Sea
Choul-Hee Hwang, Keun-Yong Kim and Chang-Hoon Kim
(부경대)

BP-79 마산만에서 원생동물의 분포 및 역할
이원제, 이재도, 윤미란, 신경순(경남대)

BP-80 Abundance and distribution of piocplankton off
Southwestern East Sea, Korea
박미옥, F. Lantoine, J. Neveux, 문창호(부경대)

BP-81 The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an antartic
Collembola Cryptopygus antarticus.
남기웅, 김고은, 강거 , 김충곤, 이상훈, 박경화, 이윤호
(한국해양연구원)

BP-82 북쪽말똥성게(Strongylocentrotus intermedius) 배아를 이용한
생물검정에 있어서 최적 조건
류태권, 이창훈, 성찬경, 한기명, 이택견(한국해양연구원)

해양지질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4:00-15:00)

진행자：유동근(한국지질자원연구원)

GP-08 Sedimentary Environment and Acoustic Characteristics of
Gas-bearing Sediments in Jinhae Bay, the South Sea of
Korea
이광수, 김대철, 이광훈, 김길 (부경대)

GP-09 Barbados accretionary prism: evidence of consolidation,
fluid flow, and faulting from 3-D seismic and well-log data
Deniz Cukur, 이광훈, 김대철(부경대)

GP-10 상자료를 이용한 망간단괴 분포 특성 연구
고 탁, 김종욱, 함동진, 박정기, 지상범(한국해양연구원)

GP-11 북동태평양 KR5 지역 표층퇴적물의 암상에 따른 분류와 물
리적, 광물학적인 특성변화
이현복, 형기성, 지상범, 박정기, 오재경(한국해양연구원)

GP-12 가스수화물이 충진된 퇴적층에서 메탄의 거동에 대한 산화제
의 향
조진형, 정갑식, 진 근, 김기현, 정경호, 추미경(한국해양연구원)

GP-13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이용한 조간대 조류로 특성
유주형, 이윤경, 원중선, 유홍룡(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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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화학 1
(컨벤션홀 2층 후면 복도, 14:00-15:00)

진행자：이기택(포항공과대학교)

CP-13 Distribution of polyaromatic hydrocarbons in sediments of
Yellow sea
김종희, 최윤석, 김형철, 유 준, 최양호, 조현서, 정창수
(국립수산과학원)

CP-14 동해 심해 퇴적물의 연대와 지화학적 특성 연구
김 숙, 황재동, 윤석현, 박종화, 최옥인, 최민규, 구준오, 심정민,
황운기, 이용화, 서 상(동해수산연구소)

CP-15 발표취소

CP-16 동해 해수 중 Cd과 PO4의 수직적 분포 특성; 예비연구
오혜 , 최만식, 심정희, 김동선(충남대)

CP-17 3상자 해수교환모델을 이용한 동해심층수 연령 추정
김기현, 김승수, 문덕수, 김현주, 정동호(한국해양연구원)

CP-18 Observation of bottom water renewal and export
production in the Japan Basin using tritium and helium
isotopes
함도식, 김경렬(서울대)

CP-19 남극 세종기지 마리안 소만에서 연안 해수 이산화탄소 분압
모니터링 예비 결과
심정희, 강 철, 김동선, 정웅식, 여정원, 안인 , 강성호
(한국해양연구원)

CP-20 북동태평양해역내 퇴적상에 따른 탄소, 질소 분포특성
김경홍, 손승규, 손주원, 김기현(한국해양연구원)

CP-21 북동 적도 태평양 수층 내 총유기탄소 및 양염류의 시·공
간적 분포
손주원, 손승규, 김경홍, 김기현, 김웅서, 박용철(한국해양연구원)

CP-22 지화학적 추적자를 이용한 해저 열수분출구 탐사기법 고찰
손승규, 손주원, 김경홍, 이경용, 지상범, 박정기(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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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쿠로시오 국제해양공동조사의 회고

이 석 우

(주)한국해양과학기술 대표이사

1. 머리말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조사연구에 한 심은 1960년 에 싹트기 시작

하여 기존 해양조사연구기 인 수산진흥원  수로국이 주축이 되어 한국해양과학 원회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K.O.C)의 창립, 쿠로시오국제공동조사(1965～1970)의 참가 등으로 
일  환기를 맞아 속도로 발 하 다.
국제 으로는 지구해(Global sea)의 해양 상을 지구의 기상 상과 마찬가지로 지구 체의 하

나의 상으로 범세계 으로 조사연구를 동하려는 노력이 1961년 유네스코(UNESCO)내에 정
부간해양과학 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가 발족되면서 본격화 
되어 1965년부터 서태평양해역에 하여 쿠로시오공동조사라는 국제 력사업이 실시되게 되었

다. 우리나라는 본 쿠로시오공동조사에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참여한 해양조사의 국제  

력으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본 원고는 그의 참가 경 와 그의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서 45년  우리의 해양기   

학계의 국제 력 사업을 조명해 과 동시에 재 우리의 해양조사연구사업의 나갈길을 다짐해

보는 계기를 삼기 한 것이다.

2. 쿠로시오공동조사의 배경

쿠로시오공동조사(Cooperative Study of Kuroshio, G.S.K)는 서태평양의 서측을 북상하는 난
류인 쿠로시오(黑潮)에 한 국제공동조사로서 1962년 3월 마닐라에서의 유네스코 동남아시아지
역 해양과학기 표자회의(Regional Meeting of Marine Science Exports in South Asia)에서 일
본 표(寺田一彦)가 쿠로시오 발원역(필리핀 동방)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1962년 9월 리에서의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 해양과학 원회 제2차 총회에서 한국 표(이민
재, 배동환, 이 철, 이석우)에 의해 쿠로시오 역에 한 공동조사를 제의하여, 공동조사를 
한 기본계획 수립을 한 동 해역의 문가 회의의 소집을 결의하게 되었다.

1963년 10월 29～30일 동경에서 쿠로시오공동조사의 비회담의 성격을 띤 쿠로시오 해양학
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쿠로시오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상기 심포지움의 권고로 1964년 6월 리에서의 IOC 제3차 총회에서 쿠로시오공동조사

(C.S.K)를 IOC의 공식사업으로 채택하 다.
이어 1965년 2월 마닐라에서는 CSK 국제조정 회의 제1차회의가 열려, 일본의 CSK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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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達淸夫)이 국제조정 으로, 미국의 K. Marr가 부조정 (수산생물담당)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앞서 한국 UNESCO 원회는 1961년 1월 UNESCO에 설치된 정부간해양과학 원회

(I.O.C)의 설립목 에 찬동하면서 국내기구로 한국해양과학 원회(K.O.C)를 1961년 7월 발기 하
다. 원장에 이민재(  서울 교수), 부 원장에 양재묵(수 교수), 김명년(수산국장)이 
선임되었다. K.O.C는 1965년 수산진흥원해양조사과장(한희수)을 국내조정 으로, 그리고 수로국
해양과장(이석우)을 부조정 으로  수산진흥원자원조사과장(한학수)을 부조정 (수산, 생물담
당)으로 선임하여 양 해양조사기 이 력하여 CSK사업에 극 참여하도록 일임하 다.

CSK 참가에 앞서 KOC는 기 표와 개인 표로 구성하고 1965년과 1966년에 해양과학 심
포지움을 개최하여 해양학자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 을 뿐만 아니라 1966년 7월 한국해양학회
의 산 역을 맡은바 있다.
◦ 제1  회  장  이병돈

부회장  최  상

이  사  이정환, 이석우, 한희수, 양재묵, 정부 , 허종수, 원종훈, 한 수, 홍순우
감  사  이석우

우리나라는 동 제1차 회의에 제출한 우리나라 CSK참가계획서에서는 우리나라 해인 동‧서

해  남해의 정선 측을 각각 수산진흥원과 수로국이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그림 1.).

그림 1. CSK 조사계획(1965～1970).

본 CSK사업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소련, 화민국, 홍콩, 필리핀, 월남, 태국, 싱가
폴,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참가하 다.
본 CSK사업은 제1기 1965년 6월부터 2년간, 제2기 2년 그리고 다시 2년 연장되어 1965년부
터 1970까지 6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후 CSK 국제 조정 회의 참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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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장소 참가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1965년 2월

1965년 11월

1966년 8월

1967년 7월

1968년 5월

1969년 9월

1970년 10월

마 닐 라

 리

동 경

방 콕

호노루루

 리

동 경

한희수 신 윤 함재윤

한희수 이석우 함재윤

한희수 서학근

이창기 서 수 이석우

공  서 수

특히 CSK조정 회의와 병행해서 개최된 제11차 태평양과학회의(1966년 8월 동경), 제1차 
CSK심포지움(1968년 5월 호노루루), 동 제2차(1970년 10월 동경)에는 우리나라의 해양학자들이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한편 CSK와 련된 UNESCO 주 의 해양학선상연수과정(Shipboard Training Course in 

Oceanography)에는 1965년 이후 3년에 걸쳐 실무해양기 의 담당 들이 국제 인 연수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우리의 해양업무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3. 쿠로시오공동조사

IGY사업(1957～58)에 참가하지 못한 오 을 벗는다는 에서 CSK(1965～1970)의 참가는 
우리의 지구물리학분야에서 해양학 분야가 국제 력사업의 첫 장을 열었다는 사실로 보아 그의 

의의는 매우 크며  우리해양학자의 큰 이라고 자찬하고 싶은 업 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제1차년도부터 우리 해인 동‧서해  남해의 정선에 따라 물리부문조사를 시하여 

생물부문 조사를 실시하여 국제해양자료센터 규정의 양식에 의거 모든 측자료를 유네스코 한

국 원회를 경유하여 쿠로시오자료센터(일본, 수로부내 해양자료센터)에 송부 하 고, 동 센터는 
동 자료를 해양자료로도 편집 간행하 다.
동 CSK사업의 뒷받침을 해 수산진흥원은 우리나라 최 로 식 해양조사선 백두산호(150
톤)를 1965년 진수시킴과 동시에 신형해양측기 자해류계(GEK), BT, 주상채니기, 기 도도

염분계(Salinometer), 비색계 등을 보유하게 되었고, 수로국은 1964년 9월 해군으로부터 인
수한 제1수로호(240톤)에 동측심의, 자해류계, BT, 난센채수기 등을 보유하게 되었고  묵
호, 여수  목포항에 기  검조소를 신설하게 되었다.
그 후 수산진흥원은 조사선 태백산호(300톤), 지리산호(150톤), 천마산호(84톤)  한라산호(84
톤)를 1967년 3월 진수하게 되어 조사선 확보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CSK조사 참가를 계기로 해양조사의 불씨를 외부로부터 끌어 온다는 에서 다음과 같

은 참가의 목 을 제시한 바 있다.
◦ 쿠로시오해역의 해양  기상구조와 자원의 분포자료 획득

◦ 동 국해, 황해, 동해의 해양조건변동을 악하여 어장환경요인의 규명
◦ 쿠로시오해역의 기상상태변동을 정확히 악하여 선박의 안 항해와 해난의 미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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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해양국가로서의 국제 치 확보

◦ UNESCO, FAO, WMO 등의 조로 한국해양학자의 국제  수 으로의 자질향상

4. CSK 심포지움

4.1 CSK 비심포지움

1963년 10월 29일～30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CSK 비심포지움에서는 쿠로시오해역의 해

양학 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5편)  미국(2편)의 논문과 쿠로시오에 한 문헌이 소개
되었다. 내용별로는 쿠로시오에 한 해설(물리학 ), 물리학 작용 그리고 쿠로시오와 서양의 

쿠로시오와 서양의 Gulf Stream과의 비교 그리고 쿠로시오조사계획에 한 의견 등 물리분야 
4편과 화학 성질 1편 그리고 수산  랑크톤에 한 생물 계 2편 등이다.
동 심포지움에서 일본수로부해양과장 (庄司大太郞)은 선두에서 「쿠로시오 조사에 앞서 우리
가 쿠로시오에 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
를 해결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역설하 다. 이 말은 해양조사에 임
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한 경종임과 동시에 귀감으로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경수산 학의 우다(宇田)교수의 쿠로시오에 한 종 논문과 참고문헌은 조사연구의 

귀 한 자료가 되었으며,  Stommel 박사의 쿠로시오와 Gulf Stream과의 비는 해류구조의 

이론  근의 한 지표가 된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2 제11차 태평양과학회의

1966년 8월 22일～9월 10일에 일본 동경에서 제11차 태평양과학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
는 제3차 CSK 조정 회의에 이어 열려 동회의의 제2분과인 해양학분과회의는 특별한 심아래 
일본, 미국  소련의 해양조사선의 공개 람이 있었다.
상기 해양학분과회의에는 총440명이 참가하 으며, 특히 태평양의 해수순환에 한 논문도 약 

30편이나 되었다. 그  쿠로시오와 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쿠로시오의 변화(일, D. Shoji)
◦ 북태평양의 수온분포유지(미, Wyrtki)
◦ 기상변화에 련되는 태평양순환(일, M. Uda)
◦ 한해 을 통과하는 해수수송량의 계 변화(한, 이석우)
◦ 일본해의 수괴특성(일, M. Ya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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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해 을 통과하는 연평균 해수수송량(이석우).

4.3 제1차 CSK 심포지움

1968년 4월 29일부터 4일간 미국 Hawaii에서 CSK조정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다. 
동회의는 1) 해양학 2) 부유생물 3) 수산학 분과로 열렸으며,
해양학분과에서는,
◦ 쿠로시오 련 해류역학 18편
◦ 해양학  요소의 분포 11편
◦ 해 상  해양지질 2편 
이 심포지움에서 가장 심이 집 된 논제는 요시다(吉田)의 아열 반류(Subtropical Counters 

Current)이었다.
본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우리 근해의 해류와 련이 깊은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아열 반류(일, K. Yoshida)
◦ 일본남방 쿠로시오의 유속과 수송량(미, B. Taft)
◦ 쿠로시오해류계(일, M. Uda)
◦ 쿠로시오의 유속변화(일, Nitani)
◦ 쿠로시오의 유속과 수송량의 변화( , Chu)
◦ 황해동부에서의 해류병조사(한, 이창기)
◦ 쿠로시오와 만류의 사행의 역학(미, T. Ichiye)
◦ 한해 의 해황과 평균해면의 변화(한, 이석우)
◦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물리학  조사의 제성과(소, Rogotsky)
본 심포지움에는 우리나라에서 물리분야 2편, 부유생물분야 2편  수산분야 3편 등 총 7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의 해양학연구의 상승기류의 한 측면을 국제 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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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쿠로시오 해류도(1965～1966 CSK 성과에 의함). 

그림 4. 한해 서수로의 평균해류의 연 변화(이석우).

4.4 제2차 CSK 심포지움

본 심포지움은 1970년 9월 28일～10월 1일에 동경에서 3개 분과별로 개최되었다.
◦ 제1분과 물리, 화학  지질(18편)
◦ 제2분과 생물  생화학(26편)
◦ 제3분과 수산해양학(17편)
상기분과회의에 앞서 쿠로시오에 한 종  논문 4편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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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로시오해역의 표층의 열  역학 조건(소, Muromtsev)
◦ 쿠로시오의 물리해양학의 공 (일, Takenouchi)
◦ 쿠로시오의 생물해양학의 종 (일, Marumo)
◦ 쿠로시오해역의 수산해양학의 종 (일, Uda)

4.5 제3차 CSK 심포지움

1973년 5월 26일～29일 방콕에서 제3차 CSK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는데 3개 분과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분과 물리, 화학, 지질(10편)
◦ 제2분과 생물, 생화학(7편)
◦ 제3분과 수산(5편)
동 심포지움에서는 서태평양의 복잡한 해양 상의 규명과 수질오염측정의 표 화 등이 주요

심사이었다.

5. 결 론

이상 쿠로시오공동조사 CSK(1965～1970)에 참가한 경 와 그의 성과를 주로 물리해양학을 

심으로 기술하 다.
본 고를 통해 지 으로부터 45년  매우 낙후한 조사선  해양장비를 갖고 기성세 들이 국

제 인 해양공동조사사업에 어떻게 참여하 는가? 그리고 매우 박 의 학교  공서의 해양

계자들이 얼마나 의욕 으로 참여하 는가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보다 효과 인 해양조사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는 바이다.

① 해양조사연구는 여러 해양산업종사자들에게 국가 으로 해양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임을 인

식하고 그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함에 앞서 기존자료에 한 철 한 평가가 필요하며, 측

조사 자료는 보다 과학 인 분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실제로 유용한 해양 측자료를 포함

한 해양 정보를 생산 제공하기 해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②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해양포함)환경의 변화를 측하기 한 해양학  자료와 정

보를 제공할 목 으로 수행하고 있는 IOC의 GOOS(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사업
은 국가가 수행할 구 인 추진과제임을 인식하고 재 국내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수

산과학원외에 해양조사원, 해양연구원도 극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해양과학분야의 국제조직으로는 민간기구인 ICSU 산하 IUGG-IAPSO와 정부간기구인 

UNESCO 산하의 IOC가 있으며 자는 학, 연구소들의 연구 성과의 교류를 그리고 후자
는 해양조사의 정부간의 국제  력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KOC 역시 IOC
의 주력사업인 GOOS, ARGO, WOCE 등 정기  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사기 이 주체가 

되어 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국내의 각 기 의 해양조사 사업도 KOC를 통해 상호
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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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01

새만금 방조제 개방구간을 통한 유출수 이동 추적실험

임은표, 이 석, 송규민, 조철호, 이흥재

한국해양연구원

새만  방조제의 총길이는 33km로 2003년 6월에 북측 4호방조제가 연결되었고, 남측 2.7km
의 개방구간에 한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는 2006년 4월 하순에 방조제 내측과 외측이 분리된
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6회에 걸쳐 성추 부이를 이용하여 개방구간을 통한 유출수의 이

동경로와 유동특성에 해서 조사하 다. 조사는 조기에 실시하 고 최  25시간 측하 으

며 부이는 고조 1-3시간 후에 개방구간을 통과하도록 조정하 다. 
성추 부이의 치는 궤도통신 성 ORBCOMM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10  간격의 

치자료로부터 라그랑젼 유속을 계산하 다. 신시 개방구간을 통과하는 유출수의 최 유속은 

2004년 7월 3.3m/s에서 2005년 7월과 10월에는 4.8m/s와 5.4m/s로 1.5m/s 이상 증가하 다. 고
조 3시간 후 개방구간을 통과한 부이가 다음 조시까지 이동거리는 2004년 7월에는 11.6km에
서 2005년 7월과 10월에는 14.7km와 16.1km로 3km 이상 증가하 다. 2004년 7월 비 2005년 
최 유속의 증가는 신시 개방구간에서 투석 등 하상보강으로 인한 개방구간 단면 의 축소에 기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부이의 이동경로를 보면 남측 방조제 외측수역인 고군산군도와 변산

반도 사이에서 조류타원의 주축이 북동-남서 방향이며, 부이가 왕복운동을 하면서 남쪽으로 이동
한 것은 개방구간을 통과하는 유출수가 변산반도 연안에 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 Composite trajectories of satellite-tracked drifters in 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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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동부 해역의 해수유동 특성

정우진, 박명원, 조희종, 유학렬, 이종진

국립해양조사원

부산~여수 연안은 100m 이내의 수심 얕은 수심이며 많은 섬, 만, 수로로 이루어진 지형이 

매우 복잡한 지역이다. 측해역의 해수는 낙동강 등의 하천수, 남해연안의 연안해수와 마난류
수가 혼합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연안에서는 조류가 우세하지만 연안 밖에서는 해류가 우세
하게 나타난다. 한 하 기에 홍수  태풍에 의하여 계 인 향을 받는다.
측 해역은 수산  양식업이 활발하여 해수순환  해양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부산신

항 등 연안역 개발에 따른 선박 통항량이 증 로 항해안 정보가 요구된다.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RCM-7, RCM-9을 수면하 5m에 1개월 계류하여 22 에서 해수유

동을 측하 으며, ADCP를 이용하여 9지 에서 층의 해수유동과 해상조석 측을 수행하 다.
해상조석의 조차는 132~251cm이며, 평균고조간격은 달의 자오선통과시로부터 8~9시의 분
포를 보이며 조석형태수는 0.13~0.27으로 반일주조가 우세하나 일조부등이 나타난다.
조류는 반 으로 반일주조가 우세한 혼합주조가 나타나며, 삼천포수도에서 200m/sec 이상의 
강한 유속이 나타나고, 남해 교, 창선해  등 수로에서 유속이 강하다. 창조류의 유향은 지형
에 따라 다르지만 북서쪽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향후 측결과를 기 하여 수치모델을 수립하고 격자형 조류 보상수 DB를 구축하여 수치조
류도를 제작할 정이며 연안의 해수유동 측자료의 원활한 자료교환을 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수유동 자료를 제공할 정이다.

부산～여수 조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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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밀도 지수를 이용한 남해 수온전선의 정량화

최현우, 김현욱

한국해양연구원 데이터운영팀

일반 으로 도란 단 부피에 한 질량을 말하며, 의 으로는 질량 도 외에 단 부피

당․단 넓이당․단 길이당 각종 물리량의 값도 포함하는데 이를 각각 부피 도, 넓이 도(면
도), 선 도라 한다. GIS 응용 분야에서는 단  넓이당 선의 길이 는 선의 갯수를 주로 선

도로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의 길이를 선 도로 사용하여 단  공간 역에 포함된 등온

선 길이의 합을 단  공간 역의 넓이로 나 어 계산하 다. 이러한 시도는 해양의 수온 선역

을 수치화 는 지수화 시킴으로 이 지역에서 측한 해양생물  해양화학  요소와의 계를 

정량 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이다.
실험  연구 상지역은 수온 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주도 동부와 마도 사이의 남해역 

으로 설정하 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월 에 촬 한 NOAA SST 성자료를 이용하

다. 선 도 계산을 한 단  공간 역의 격자 크기는 10km x 10km로 설정하여 GIS 폴리곤 
데이터로 만들고, NOAA SST의 point 자료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raster 데이터를 만들고 raster
로부터 0.1°C 등온선을 구하는 선형화 작업을 통해 GIS line 데이터로 만들었다. 길이 속성을 
가지는 line 데이터와 격자구조 polygon의 공간 첩을 통해 각 격자내의 등온선 line 길이의 합
을 계산한 후, 단  격자면 (100km2)으로 나 어 선 도를 계산하 다. 이 게 구한 선 도 값

은 이론상 0에서부터 ∞까지 이므로 수온 선 지역을 정량화하는 표  지수로로 사용하기 어렵

게 된다.
따라서, 등온선의 선 도 범 를 0에서 1까지 제한시키는 선 도 지수(line density index)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선 도 지수를 계산하 다. 이러한 처리 방법에 따라 5년간 3월
달의 SST자료에 의한 선 도 값의 범 는 0.2915∼0.5132로 나타났다. 이 값이 높을수록 등온선
이 집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지만 어디서 부터가 수온 선에 해당하는 값이라 정의할 수 는 없

다. 따라서, 과거 수온 선역이라 정의되었던 지역(0.186°C/mile)에 해당하는 선 도 지수를 역

으로 구하고, 가시 인 단에 의한 수온 선역에 해당하는 선 도 지수값을 추출하여 비교하

다. 한, 수온범 와 선 도 지수값의 선형회귀 분석결과 측식으로부터 95% 신뢰구간을 벗어
나는 일부 자료에 한 원인분석을 수행하여 선 도 지수를 수온 선 지수로의 사용가능성을 높

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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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the East Sea Circulation by using 
Altimeter, Argo and SST

노영재, 김 응, 윤용훈*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기상청 기상연구소

This study is aimed to understand the circulation with various hydrographic featues and 
dynamical processes in the East Sea which could have hardly been captured and clarified until 
the datasets of altimeter, SST and Argo float profiles become lately available.

In this study, various datasets such as satellite altimeter (SSH) and AVHRR image data 
(SST) at the sea surface and Argo Float Profiles (AFP) in the subsurface layer are utilized in 
understanding the circulation patterns and other dynamic processes such as meso-scale warm 
eddy generation and subpolar frontal meandering. Any single dataset can not suffice to provide 
information enough to tackle the complicated circulation features in the East Sea. Hydrographic 
features captured by AFP such as meso-scale eddies, cold water sinking and major boundary 
currents are illuminated and compared to historical and climotological dataset in addition to 
numerical modeling results.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① The East Sea Intermediate Water (ESIW) characterized by the salinity minimum layer 

shows the range of potential temperature between 1 to 5 °C and salinity lower than 34.06 
psu. The ESIW lies approximately at 265 m depth with average thickness of 175 m. 
Temperature change between 500 m and 700 m depth is 0.2 °C on average, while salinity 
change is less than 0.001 psu in uniform salinity layer of 34.069 psu. 

② The circulation in the entire domain of the East Sea is responsive to SST DA with 
interannual variation. The polar frontal axis in the middle of the domain is sensitive with 
north-south oscillation. As a consequence of sensitive response to SSH in generating eddy 
field, the gyre scale circulation and major boundary currents are interacting with locally 
generated eddy fields. 

③ In terms of eddy generation, two mechanisms can be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barotropic and baroclinic instability. For example, warm eddy in the Ulleung Basin is 
generated by the baroclinic instability, while the eddy off the Oki Island, Japan is 
considered to be produced by the barotropic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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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를 가진 폐쇄수로에서의 조석특성

이 석, 이흥재, 송규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기후연구사업단

규모의 연안 개발에 따른 해안선 변형은 주변 해양환경의 변화를 래할 수 있다. 일본 큐슈
의 Isahaya 방조제 완공 이후 주변 Ariake 만에서 조차감소와 조류약화가 측되고 있다 (만의 
입구에서 조차감소 1.4%, Isahaya 주변에서 조차감소 약 3%). 이로 인해 Ariake 만 체의 해양
환경 변화가 유발되었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석감소의 직 인 원인이 방조제 건설에 

따른 내부 향인지 는 동 국해에서의 진폭감소에 따른 외부 향인지는 아직 논란으로 남아있

다. Ariake 조석특성과 Isahaya 방조제 건설에 따른 조석변동을 정량 으로 검토하기 하여 

Ariake 만을 분지 (Isahaya 만)를 가  막힌 수로로 단순화하여 일차원 이론모델을 용하 다. 
이론해를 통한 계산 결과는 측자료에서 나타나는 Isahaya 방조제 완공 후 조석 감소와 거의 유
사한 정도의 조차감소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 Ariake 만의 조석감소와 조류약화는 Isahaya 방조
제 건설로 수로의 길이가 짧아진 내부 향이 직 인 것임 알 수 있었다. Isahaya 만의 길이는 
Ariake 만 체의 resonance 길이보다 짧으며 수로길이의 단축은 만 내부 조석진폭을 감소시키
는 향을 다. 그러나 그 향은 방조제 부근에서 가장 크며 만의 입구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
에 비하여 외부 조석진폭 감소의 향은 만 체에서 거의 동일한 비율의 진폭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Ariake 만의 입구에서 조차감소 1.4 %에 해서는 내부 향과 외부 향의 구분할 수 없으

나 이의 체가 외부 향이라 가정하더라도 Isahaya 부근에서 조차감소 3%의 50% 이상은 방조
제 건설에 따른 내부 향으로 분석된다. Ariake 만에서 해양환경에 크게 향을 미치는 조류는 
방조제 완공 후 내부 향 만으로도 만 체에서 5 % 가량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

로 최근 Ariake 만에서의 조차감소의 50 % 이상은 Isahaya 방조제 건설의 향이며 이로 인한 
조류약화의 향으로 해양환경의 변화가 래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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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and Effect of SST on the Typhoon Intensity

KiRyong Kang, KiSeon Choi, GyoMyong Choo,
JaeYoung Byun, Baek-Jo Kim

Typhoon Research Team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KMA

Seoul, 156-720, Korea

The interactions between typhoon and ocean surface layer in the west Pacific Ocean was 
studied by investigating the typhoon intensity and th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changes in 
terms of the role and effect between the two systems. The typhoon best track data from 1951 
to 2004 were used to examine the typhoon intensity changes in spatial and long-term 
viewpoint. Daily 0.05 deg gridded-SST data was used to compare the central pressure of 
typhoon with SST along the typhoon track for several cases which affected directly the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typhoon Rusa (0215) in 2002, Mami (0314) in 2003, Songda (0418) in 
2004. The main region where the mean central pressure was less than 970 hPa for 50 years 
were around 25°N, 130°E (125-135°E, 20-30°N), the central pressure above 10°N decreased 
(increase in terms of the typhoon intensity) as latitude increase, and increased overall after 
passing 25°N in latitude. The intensity decrease rate regarding the landing, as expected, was 
over 5 hPa per 6 hours. The intensity of typhoon was directly affected by SST (the warmer 
water the stronger intensity or vice versa) especially above 15°N, and the SST was decreased 
at least 1°C after typhoon passed, which is considered a result of the lower cool water 
upwelling effect. The decrease of SST could also be occurred by direct thermodynamic heat 
loss between typhoon and ocean. This issue will be studied in the future.

Keywords: Typhoon intensity, sea surface temperature (SST), upwelling, hea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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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형을 이용한 경기만 한강하구 구역별 특성

우승범1, 윤병일1, 송용식2, 김태인2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2(주)지오시스템리서치

조석 는 하구로  되면서 바닥 마찰, 담수의 향, 수심과 지형 인 원인에 의한 비선형효

과에 의해서 발생한 천해분조로 인해 비 칭성이 야기된다. 경기만 하구역의 조석 상의 경우, 
이 지역이 군사  이유로 근이 제한되고 측이 어려운 단 이 있는 반면, 상 으로 하구역

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하구역의 특징 인 물리  상을 이해하기 좋은 장 이 있다. 최근 들
어 경기만 하구역에서 조석 측 조사가 수행되어 하구 조석  특성  천해분조 경향이 연

구되었지만 하구에 향을 미치는 조석 의 명확한 거동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의 외해 개방 경계는 외해에서의 조석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하

다. 모델 역은 경기만 체 지역과 한강 상류를 통합하여 외해의 조석 작용과 하천 담수 유입 
향이 유기 이고 동 으로 연결되게 하 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강의 경우, 신곡수 보 이 까

지 모델 역이 설정되어 강 상류에서의 조석 경계가 부 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계산 역을 한강상류까지 충분히 확장하여 조석 가 가 상류 경계 조건과 충돌

하지 않도록 하 다.
기 모델 결과를 보면 개방 경계 인근에 치한 정  모델 결과와 측된 조화상수 값의 오차

율이 3～5(%) 이하 지만, 한강 하구역  석모, 교동 지역에 치한 정 의 경우 모델 결과의 

오차율이 10～15(%) 정도로 비교  높았다. 이 지역의 경우 바닥 마찰 계수, 담수 유입 등을 고
려하여 수치 실험을 수행하 지만 모델 결과의 정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강 수심 자료 특히, 신곡수 보에서의 격한 수심변화를 고려하 을 경우 한강, 임
진강지역과 하구 입구에서의 결과가 크게 개선되었다. 한, 석모도, 교동도  강화도 북쪽 지역
의 경우 석모수로와 교동도 북쪽의 수심보다는 교동수로와 강화도 북쪽의 수심을 보정하 을 때 

모델 결과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한강 하구  경기만 입구 부근에서의 조석 의 

변형은 바닥 마찰이나 담수 유입 등의 조건보다 수심변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단된다.
석모, 교동수로  강화도 북쪽 지역 수심 변화에 따라서 조석 비 칭성을 가늠할 수 있는 

M2, M4분조의 진폭비  상차를 비교해 보았으며, 수심 변화에 따라서 석모, 교동지역 뿐만
이 아니라 한강 하구 지역의 조석 비 칭성도 조사하 다. 한강 하구역에 향을 미치는 조석
가 염하수로 뿐만이 아니라 석모, 교동수로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염하, 교동, 석모수로의 조석  특성을 악하여 각 수로의 조석 가 한강 하구역에 미

치는 향  그 물리  의미를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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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의 조류변형 특성

우승범1), 정우진2), 유학렬2), 윤병일1), 송용식3)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2)국립해양조사원 3)지오시스템 리서치

한강 하구  경기만 일 는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과 황해의 강한 조석 상이 직 으로 반

응을 일으키는 복잡한 곳이다. 이 해역은 북한과의 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하구 환경의 원형
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육상오염원으로부터 오폐수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이 
지역에 한 다양한 개발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 한강 

하구역에 한 총체 인 이해가 필요한 시 이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체계 인 조사와 

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경 경지 라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지 까지의 한강 하구역에 

한 연구는 극히 제한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하 학교와 국립해양조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한강 하구역의 측 자료를 

근간으로 이 지역의 조류  조석 변형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측 정 은 총 7개로써 (그림 
1) 2005년 11월과 12월사이의 약 40일간 한강 하구역의 주요 수로에서 동시 측을 실시하 다. 
한 한강하구역의 조석특성을 악하기 해 최근 5년 동안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연구원,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인하 학교, 지오시스템 리서치 등의 기 에서 15 곳에서 1개월 이상 측을 실
시한 자료를 이용하 다.
조석 측 자료는 측기간 동안의 평균을 제한 나머지를 1시간 간격의 자료로 변환한 후 조화
분석(Harmonic Analysis)를 실시하 고 주요 4  분조와 장주기 분조  천해분조를 심으로 

각 정 별 조석 특성을 분석하 으며 이를 토 로 한강 하구역에서 나타나는 조석 특성과 

조석비 칭성을 살펴보았다. 한 조류 측 자료는 10분 간격의 자료를 직  조화분석 하여 4  

분조와 천해분조 등을 통해 조류의 특성을 분석하 다. 

한강하구  경기만의 동시 측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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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mixed and mixing layer depths
simulated by an OGCM

이우성, 노의근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해양혼합층의 두께는 열 질량  운동량이 얼마나 효과 으로 해면에서 심층으로의 달되는

지, 그러므로 해서 결과 으로 해면에서의 기와 해양 사이의 상호교환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한 정확한 정보는 기/해양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요
한 부분이다. 한 해양혼합층은 강한 난류 혼합에 의해 도가 일정한 값을 갖는 층으로서 특징

지워지므로 지 까지의 해양혼합층 두께의 추정은 거의 일정한 온도 는 도가 존재하는 층

(혼합층 깊이, mixed layer depth)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얻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혼합층 내
에서 열, 질량  운동량의 연직 달에 더 직 으로 여하는 성질은 온도나 도 보다는 난

류와 연직 혼합이다. 따라서 이런 에서 혼합층의 두께에 한 더 한 표 은 재 강한 

연직 혼합이 일어나고 있는 소  “난류층 깊이(mixing layer depth)"를 통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는 OGCM 결과로부터 얻은 혼합층 깊이와 난류층 깊이를 분석하 다. 여기에서 혼합층 깊이, 
 결정하기 해서는 도 차이를 그 단 기 으로 사용하 으며, 난류층 깊이, 를 해서

는 연직 와확산 계수, 의 크기를 단 기 으로 사용하 다. 분석을 통해,  와 의 구 분

포를 비교하 으며 그들 사이에 차이가 일어나는 지역과 그 차이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해 조사하 다. 한 와 같은  를 얻기 한 정한   값을 추정하 다. 

혼합층 깊이에 한 모형의 모사 정도를 가늠하기 해 측과 비교 했을 때. 부분의 역에

서 20m 이하의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차가 류 냉각이 일어나는 고 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이의 원인으로 시․공간 으로 평활화가 된 기후 자료의 사용과 해빙 모형의 부

재, 그리고 깊은 류의 모수화의 불완 성을 들었다. 한 혼합층 깊이와 난류층 깊이의 비교를 

통해 도와 류 냉각이 시작되는 시기의 서안 경계류 지역에서는 강한 아표면 쉬어에 의해 수온

약층 부근에서 생성된 난류가 를  보다 더 깊게 만들 수 있음을 보 다. 반면, 깊은 류 지

에서는 류 냉각이 끝나고 재성층이 시작되는 기간 동안 류 혼합층과 그 아래층 사이의 도 

차이가 의 문턱값 보다 더 작게 되므로서  가 과  추정됨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혼합층을 

난류와 연직 혼합에 의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해 필요한 한   값을 추정하여 보았다. 가장 
큰 특징은 도에서의 정 값이 아주 크다는 것이며 이는 수온약층에서의 연직 혼합의 존재 

때문이다.  한 가지의 특징은 반구 비 칭성이다. 이는 주로 북반구에 치하는 강한 서안 경계
류로부터 기인하며, 이 서안경계류는 수온약층 부근의 강한 연직 혼합을 유도한다. 실 으로 난

류층을 얻기 해, 사용 가능한   값으로는 구 역, 10N-60N까지의 북반구 역  

10S-70S의 남반구 지역에서 각각 0.047 kg m-3, 0.045 kg m-3,  0.018 kg m-3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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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ulent Flow Characteristics in the Doboy Sound, 
Georgia, USA: An Observation and Model Simulation 

KiRyong Kang, Danilea Di Iorio*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eoul, 156-720, Korea
*Dept. of Marine Sciences The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A 30602, USA

A modeling study of turbulent flow characteristics in the Doboy Sound, Georgia, USA, was 
carried out to compare observations obtained during the Georgia Coastal Ecosystems-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GCE-LTER) 2002 September cruise on Sept. 15-19, 2002. The 
General Ocean Turbulence Model (GOTM), which is a one-dimensional, k-epsilon turbulence 
model, was forced with observed data from a bottom-mounted 1200kHz ADCP current and 
surface and bottom CTD data. Observations show an ebb/flood asymmetry in the Reynolds 
stresses and turbulent kinetic energy (TKE) with a flood-dominant structure at 1.4 meters above 
bottom (mab). The along-channel flow in the bottom layer also showed a flood-dominant flow 
while the surface layer was a weak ebb-dominant type. The model forced by the 
depth-averaged current overall simulated well the turbulent flow characteristics obtained from 
observations. The case, however, forced by the surface layer flow (~6.2mab) which was 
assumed a weak baroclinic case, showed almost symmetric structure in the turbulent flow 
characteristics of the bottom layer, and the bottom flow-forced case, which was assumed that 
the baroclinic forcing term be significant, showed clearly a flood-dominant in the TKE and 
Reynolds stress variations. The horizontal density gradient (d/dx) of the bottom layer displayed 
positive peaks for the flood tide with maximum value of 7.5×10-4 kg/m-3/m matching the time 
period that the Reynolds stress and TKE were more rapid and bigger from the observations and 
model results. 

Keywords: turbulent flow, GOTM, Reynolds stress, turbulent kinetic energy, flood-dominant 
flow, barotropic and baroclinic 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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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에 의한 부유토사의 3차원 거동 예측실험
3-D modeling of sediment transport due to undersea sand mining

김창식, 임학수, 김진아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본 연구에서는 연간 3,000만 m3 이상의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경기만에서, 해사채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의 표층, 층 그리고 층에서의 이동과 확산 상을 수치실험과 장실험을 이용하여 측하 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해양모델인 ROMS를 이용하여 표층과 해 층의 수직분해능을 1 m 이내로 유지하여 
표층의 이동확산과 층에서의 이동 그리고 층으로의 침강을 혼합된 입자 크기에 해 재 하 다. 다
음과 같은 실 결과를 얻었다.
1. 해사채취에 따른 해 토사 이동 측을 한 부유토사 발생량 산정 방식을 수립하 다. 해사채취를 

한 국내외 과학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표층과 층에서의 부유토사발생량 산정식을 

개발하여 용하 다. 개발 산정식의 용범 는 기존의 정박식 S Class에 해당하며 THSD식 A Class
의 용을 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산정식의 용 시험에서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고 실  측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 용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토사의 정 한 입도분

포도이며, 상  10%의 입경 구성 비율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사채취로 인한 부유토사 이동 측을 한 측 변수를 최 화하 다. 해사채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유토사의 표층과 층에서의 이동과 확산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들에 한 최 화 방안

을 제시하 다. 수평 확산계수는 토사입경이 력 작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리 사용하는 운동량, 
수온 는 염분의 난류확산계수의 사용은 부유토사의 거동 측에 큰 오류를 남길 수 있음을 증명하 다. 

3. 조류에 의한 해사채취 해역의 부유토사 이동 확산 범 를 산정하 다. 조류의 크기와 토사채취량에 
한 토사이동 범 와 소멸과정에 한 3차원 수치실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채취량

(m
3
/12.5days)

수층

조류 0.1m/s 조류 0.5m/s 조류 1.0m/s 조류 1.5m/s

5mg/l 

범
소멸시간

5mg/l 

범
소멸시간

5mg/l 

범
소멸시간

5mg/l 

범
소멸시간

300,000 표층
2km

장방형
2일

10km

장방형
1일

5km

가는 띠
0.5일

5km

가는 띠
2-3시간

층
직경2km

원형
4일

5km

원형
1.5일

10km

원형
0.5일

10km

이상 원형

0.5일

이내

3,000,000 표층
2km

장방형
3일

10km

장방형
3일

10km 

띠모양
3일

5km 

띠모양
 1일

층
2km

원형

10일

이상

5km

원형
10일

10km

이상 타원 
5일

10km

이상 타원
4일

* 비고: 토사 분포도 상 10% 입경구성비율 2:2:2:2:2

4. 경기만 실해역에서의 해사채취에 한 시나리오를 선갑58지 에 해서 조기와 소조기 그리고 토사

의 입경 구성 비율의 차이에 의한 부유토사 이동과 확산 거동을 수치실험하 으며, 시범채취를 통한 
장실험 자료와 비교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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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of the climatological temperature and
salinity in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on a 1/4°grid

김용선, 김성대, 민홍식

한국해양연구원

Climatological grid data have been used as basic data for studying the temperature and salinity 
structure and as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for ocean modeling. After Levitus published the first 
worldwide climatology of 1° grid at 1982, there are many improvements. In recently, Boyer et al.(2005) 
calculated the climatological mean field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f on a 1/4° grid(hereafter referred 
to Q01) for the world ocean using data from the World Ocean Database 2001(WOD01) by objective 
analysis. In spite of fine resolution, Q01 shows non-realistic temperature fields in the areas of large 
data-void region such as the Bohai sea and Russian coast, in which the calculated climatology fields are 
mainly determined by the first guess fields. In addition, Q01 was smoothed using the median smoother 
and by reconstructing the fields using the annual mean and the first three harmonics from a Fourier 
analysis of the twelve monthly climatological mean fields. These smoothing reduced the intense of 
Kuroshio, subpolar front in the East Sea as well as removed some of noise. 

In this study, new 1/4° grid climatological temperature and salinity data in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115°E - 145°E, 20°N - 52°N) was generated using the total 1,186,545 stations including WOD01, 
KORDI data, NFRDI data after 1997 and ONR hydrographic data sets. These data were conducted the 
optimized automatic quality control checks and interpolated to the standard levels to 500m using the 
modified Reiniger-Ross scheme(1968). After these procedures, unrealistic features such as bullseyes were 
subjectively examined and eliminated. With these qualified data, climatological 1/4° grid data was 
calculated by the kriging method, that is based on statistical models that include autocorrelation, and 3 

times Barnes filtering was used to remove all wavelengths shorter than 8 △x(222km) to eliminate an 
unexpected noise. 

Newly calculated climatological grid data represent well the dominant physical features of surrounding 
seas around Korean Peninsula. Especially, in the areas which show the strong horizontal temperature and 
salinity gradient such as the Kuroshio, subpolar front of East Sea, and south of the Yellow sea, the 
gradient is more intensified than Q01. Also, permanent warm eddy at the Ulleung Basin, the NKCC near 
east coast of South Korea at subsurface layer (50m ~ 200m), meandering of EKWC, and freshwater 
discharged from the Changjiang river are successfully represented. 

References
1. T. Boyer, S. Levitus, H. Garcia, R.A. Locarnini, C. Stephens, and J. Antonov, Int. J. Climatology, 

25(7), 931-945, 2005.
2. R. F. Reiniger and C. K. Ross, A method of interpolation with application to oceanographic data, 

Deep-Sea Res., 15, 185-193,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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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O amplitude changes in climate change 
commitment to atmospheric CO2 doubling

1예상욱, 1박영규, 2Ben P. Kirtman

1한국해양연구원,
2Center for Ocean-Land-Atmosphere Studies, USA

Simulations from six climate system models are analyzed to investigate ENSO amplitude 
changes in climate change commitment to a CO2 increase. The MRI model simulation shows 
that ENSO amplitude enhances while the CO2 concentration increases. The amplitude of ENSO 
then weakens once the CO2 concentration stabilizes at a fixed CO2 doubled period. Other five 
models show no significant sensitivity to a CO2 increase, however. From the comparison of the 
MRI and GFDL models, both of which simulate ENSO reasonably well for the unperturbed 
climate, we investigate the origin of the sensitivity. It is found that in the MRI model the 
oceanic sensitivity to the equatorial zonal wind stress i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CO2 
doubled period compared to the CO2 doubling period. Moreover, the vertical stratification at 
upper levels is weaker during the CO2 doubled period as the ENSO amplitude. However, in the 
GFDL model there are little changes in the strength of coupled feedbacks between equatorial 
SST and zonal wind stress as well as the vertical stratification between the two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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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현업 파랑 및 해일모델 검증 및 모니터링시스템

서장원, 박상욱, 유승협, 이다운, 현유경

기상연구소 해양기상지진연구실

기상청에서 업운 인 해양모델은 랑모델과 폭풍해일 모델이다. 모델의 역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수평 해상도 1/12°의 고해상도 역 폭풍해일 모델과 랑모델의 개발  
결과를 검증하 고 재 개발 인 1/120°의 연안 랑 모델의 기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역 랑모델은 역 폭풍해일모델과 동일한 역  1/12° 수평해상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WAVEWATCH III 모델을 사용하여 구축하 다. 연안 랑모델(CWW3)은 우리나라 역을 주
요 6개(서해, 남해, 동해 각 2지역)로 나 어 1/120° 의 수평해상도로 구축되어있다. 
역 폭풍해일 모델(RTSM)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험운 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00 UTC

와 12 UTC에 48 시간 측해일을 산출하고 있다. 모델의 역은 20°N～50°N, 115°E～150°E 
로써 도와 경도방향으로 1/12° 크기의 격자로 구성하 다. 수심자료는 미국 국립 지리자료원
(National Geographic Data Center)에서 제공한 ETOPO5를 사용하 다. 사용된 해양모델은 
Princeton Ocean Model (POM) (Blumberg and Mellor, 1987)이며, 조석 모델 (Mastumoto et al., 
2000)의 결과에서 추출한 조화상수 자료를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주요 8개 분조 (M2, S2, N2, 
K2z, K1, O1, P1, Q1)에 한 조석모델을 구성하 다. 일반 수치 모델의 보 성능에 한 단
은 객 분석 검증과 측검증으로 가늠될 수 있다. 재의 해일 보 시스템은 측 자료의 자료 

동화 과정을 통한 객  분석 과정이 없으므로 분석장에 의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
라 해안의 국립해양조사원 주요 검조소의 실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 장된 

모델  검조소 측 자료는 매월의 BIAS, RMSE, CORR, 시계열 검증 계산에 사용된다. 재 

운 인 검조소 자료 에서 모델에서 나오는 지 별 자료와 지역이 동일한 총 15개 지역 (인
천, 보령, 군산외항, 목포, 서귀포, 제주, 추자도, 완도, 여수, 통 , 마산, 부산, 포항, 묵호, 울릉
도)지역의 자료를 비교하여 검증하 으며 검증기간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의 자료를 
이용하 다. 
검조소 측 시계열과 RTSM 12시간 측 기상조의 시계열 비교를 해 매분 자료의검조소 
자료와 하루에 두 번(00UTC, 12UTC) 측하는 RTSM의 1시간 시계열 자료를 서로 동일한 시
간으로 자료를 생성하여 비교를 하 다. 

BIAS을 보면 7월과 8월의 인천, 군산외항, 완도, 여수를 제외하고는 음의 BIAS 가 나타난다. 
양의 BIAS는 인천에서 최  10 cm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보령에서 음의 BIAS가 7-9월에 
걸쳐 최  -20 cm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RMSE 의 경우에는 인천에서 최  30 cm 이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령과 목포가 큰 RMSE 
값을 보여주고 있다.
상  지수를 보면 서해와 남해 연안지역은 0.8정도의 높은 상 계에 비해 동해의 포항, 묵
호, 울릉도에서 0.7 정도의 상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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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of Internal Waves in the East China Sea

Jae Hak Lee1, Iossif Lozovasky2, Sung Tae Jang1,
Chang Joo Jang1, Chang Soo Hong1

1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2Arizona State University, U.S.A.

The data obtained form a moor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nd thermistor chain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in August 2005 reveal rich high frequency vertical perturbations 
for almost entire water column and give a clear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internal waves. 
The largest amplitude generally appear in the lower thermocline with about 10 m downward 
displacement in a solitary wave packet. Turbulent energy dissipation in the pycnocline exceeds 
10-7 W/kg implying direct effect of internal waves on the generation of turbulence. Sea level 
data recorded at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ndicate that solitary internal waves occur 
during the ebb tidal phase.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trong wind 
events and the internal waves i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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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ic turbulence within the bottom boundary 
layer in the East China Sea

Sung-Tae Jang, Jae Hak Lee, Chang-Su Hong, Chan Joo 
Jang, Joo-Hyung Ryu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The bottom boundary layer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dynamics of the ocean. The 
boundary layer turbulence removes kinetic energy from the mean flow and is responsible for 
advecting quantities such as sediments, nutrients, oxygen, salt and hea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the boundary layer turbulenc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conducted hydrographic survey and measured turbulence structure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in August 2005. The current was estimated by the bottom moored ADCP near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The microstructure measurements were obtained with the 
microstructure profiler, TurboMAP(TURBulence Ocean Microstrucure Acquisition Profiler).

The calculated dissipation rate of turbulent kinetic energy exceeded   ∼      in 
the surface layer, thermocline and bottom layer. The surface layer water is being constantly 
mixed by winds and convection. High dissipation rate, in the thermocline, seems to be caused 
by internal waves. In the bottom layer, the value of the Brunt-Väisälä frequency was smaller 

than      and the diapycnal eddy diffusivity was      . The results indicate that 
mixing occurs in the bottom boundarie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high turbidity distribution. 
Details of the results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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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al Regime Change of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due to the Saemankeum tidal barrier and Siwha 

tidal power plant operation

강석구, 이광수, 장찬주, 박진순, 정경태

한국해양연구원

새만  방조제나 시화조력발 소와 같이 규 연안개발은 그에 따른 조석체계 변화를 유발한

다. 새만  방종제의 경우 2006년 4월 하순 외곽방조제가 완공되어 외해와 내만이 해수유통이 
차단될 정으로 있고, 25만 4천 kW  세계 최  시화조력발 소 역시 2009년 완공될 정으로 
있다.
이러한 규모 연안개발에 따라 황동 국해로 해오는 조석 가 규모 연안 지형변화로 

인해 황동 국해의 조석이 상당히 변형될 것으로 상되어 왔으며, 어느 정도의 조석체계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하는 에서 많은 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새만  최종 체 이 임박한 시 에

서, 새만  지역 등 규모 연안개발에 의한 조석체계 변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와 2002
년 시화호 조력개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검토된 그간의 조석체계 변화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특정 수치모델 역 내부의 변형이 생길 때, 외부 경계조건이 향을 받는 정도에 한 문제는 
통 으로 조석모델링 분야에서 많은 심을 가져온 분야로서 새만  방조제 완공이나 경기만 

내부의 시화조력발 소가 가동될 경우, 그 크기는 작으나마 황해 남부 혹은 동 국해 륙붕단

까지 조 체계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측되었으며, 향을 받는 해역에서 조 체계 변화의 

형태가 단순히 감소 혹은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고 증가 혹은 감소가 반복 으로 나타나, 변화의 
형태가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한 물리  해석 는 이해 역시 흥미로

운 것으로 보인다. 
매립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조석체계 변화 측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측면에

서 볼 때, 조 체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한, 실제 측자료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으나, 최근 수행되고 있는 연구를 통하여 검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조사를 실시
이며 이에 하여 토의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사업(PN55100, PN29800, PE97101)의 연구 수행결과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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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location 
for the Joint Korea-China Yellow Sea Buoy

강현우, 이동영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Realtime observation is a necessary element for the operational ocean prediction system. To 
implement a Yellow sea Observation and Operation System (YOOS), Korea and China have 
agreed recently on the installation of the Joint Korea-China Yellow Sea Buoy in the middle of 
the Yellow Sea. In addition, both country decided to exchange the data observed at China buoy 
No. 15 in the northern part of the Yellow Sea and those at Ieodo scientific station in the 
southern part of the Yellow Sea.

Nevertheless, the debate on the pin-point location of this joint buoy has risen to the surface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re are complex viewing angle on this matter which is 
related mainly with the politics. Though both authorities have signed that the location should be 
the most suitable site for scientific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phenomena and it should 
have no jurisdiction over the marine territory for each country, it is inevitable that some of 
them have reluctance on that the location could be used as a political bait.

Thus, in this presentation, we tried to select one of the best candidate purely based on the 
scientific matter in the Yellow Sea. Those various oceanographic phenomena in the Yellow Sea 
we considered are :

- the bottom topography and sediments characteristics
- atmospheric characteristics
- ocean current and water mass distribution
- tide and tidal current
- existing observational stations and network.
- Satellite observed sea surface temperature and altimetry track

We cautiously propose a pin-point location which is surely independent of each country's 
political interest. It is one of the crossover point of the Topex/Poseidon and Jason-1 in the 
middle of the Yellow Sea. We expect many of critics and suggestions to elaborate this 
scientific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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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크해 중부해역에서 관측된 수괴특성과 저층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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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크해 부해역(Western Spreading Ridge)에서 수괴특성과 층류 계류 측을 실시하

다. 열수 룸의 존재와 확산범 를 확인탐사하기 하여 해 화산체 주변을 심으로 36개 정
에서 CTD 측을 실시하 으며, 배경 층류 양상을 알아보기 하여 기존에 발견된 해 화산 

(Mata Na Kul) 주변 통로(2°56.147'S, 147°14.963'E)에서 약 5일간 (2005년 10월 29일~11월 2
일) 해류계를 계류하 다. 이 해 화산 칼데라에서 포착한 한 특징은 열수 룸에 의해 층

에서 탁도가 격하게 증가한다는 이다. 그 이외의 수괴 특성은 칼데라 외부의 이웃한 CTD 
정 들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즉, 표면수온은 약 30°C이며, 상층 50m는 용존산소량이 
2.5∼3.0 ml/l 인 혼합층을 형성하고, 염분최 층(35.6∼35.8 psu)이 수심 100∼200m 사이에 존
재한다. 표면혼합층 아래에서 용존산소량은 약 2.0 ml/l 까지 격하게 감소한다. 빔 투과도는 
부분의 CTD 정 에서 염분최 층 부근에서 약간 증가(∼93%)하지만 수직 으로 거의 일정(∼
92%)하다. 그러나, 이 칼데라 내부의 두 정 과, 새로 발견된 두 기의 해 화산체(Big Coma와 
Little Coma로 명명함) 부근의 일부 정 에서는 층에서 투과도가 88∼85%까지 감소하는 (즉, 
탁도가 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수심이 1250m인 정 에서 50m 간격으로 계류한 해류
계 3 에서 얻은 층류의 평균 유속은 최상층(수심 1120m)에서는 약 4cm⋅s-1, 간층(수심 
1170m)과 최 층(수심 1220m)에서는 약 2cm⋅s-1

이며, 최 유속은 7∼10cm⋅s-1
의 범 를 보인

다. 이 3개 수심(해 면 로 각각 30m층, 80m층, 130m층)에서 층류의 에 지 스펙트럼은 11
∼14시간과 6∼9시간 주기에서 피크가 보이는데, 특히 간층(해 면  80m)에서는 이 외에도 
22시간 주기의 피크도 함께 나타난다. 5일간 층류 흐름의 벡터연결도(PVD)를 비교하면, 최하
층(해 면  30m)에서는 남서향류로 흐르는 반면에 최상층(해 면  130m)과 간층(해 면 

 80m)에서는 북서향류가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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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the 
 Yellow Sea and the Establishment of GOOS

이 동 영

한국 해양연구원 연안방재사업단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that produces the data product to meet the need of the 
users is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ocean sciences and is the major concern of the 
oceanographic community. By integerating the real-time ocean data, remote sensing data with 
numerical ocean prediction modeling,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the ocean and coastal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provided.

The meteorological community, observation data from all over the world are exchanged in 
near real-time to make operational weather forecast available for the users. Since the space 
scale of oceanographic processes is generally smaller than that of meteorological processes, we 
would be able to start with the regional scale ocean observing system to build the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GOOS) 
depends o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regional ocean observing systems and their proper 
integration. Th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GOOS, which is the ocean module of GEOSS 
will be suggested and discussed.

The new strateg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seas will be discusse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the Yellow Sea(YOO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cluding Korea-China joint deployment of the ocean 
data buoy, realtime exchange of data in the Yellow Sea and cooperation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prediction system will be present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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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ulent energy dissipation rate in the East China 
Sea estimated from TurboMAP microstructure profiler 

measurements

장찬주, 장성태, 이재학, 홍창수, 정경태

한국해양연구원

The East China Sea (ECS) and the adjacent sea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gions for 
internal wave generation and associated turbulence mixing. These aspects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ternal waves and turbulence. We measured 
turbulence structure in the ECS with strong tidal motion during a focused field campaign in 
August, 2005, using a modern microstructure profiler Turbomap. The Turbomap measurements 
were conducted at 31 survey stations and 57 profiles were also obtained at a station every 6 
minutes on average. The microstructure profiler measures micro-scale velocity shear and 
temperature, as well as conventional CTD variables (conductivity,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turbulent energy dissipation rate shows remarkable differences in vertical structure, ranging 
from 10-9 to 10-5 W/kg. In the thermocline, the dissipation rate with average value of 10-7 W/kg 
follows closely the pycnocline displacements caused by internal waves. It was also observed 
that episodic intrusions of enhanced near-bottom turbulence into the upper layers, which are 
probably related to the tidal cycle in the region. Vertical eddy diffusivity is generally around 
10-3 m2/s. Near bottom, it reaches to 10-1 m2/s due to both of weak stratification and strong 
dissipation rate. We found that vertical eddy diffusivity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squared 
buoyancey frequency, while there is no clear relation between turbulent energy dissipation rate 
and squared buoyance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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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bility of the mixed layer depth over 
the North Pacific in a global OGCM

장찬주, 김철호, 민홍식, 강현우, 강석구

한국해양연구원

Ocean mixed layer depth (M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understanding the 
ocean's role in climate and climate change. Observations however are not enough both in 
spatial and temporal coverages to investigate thoroughly MLD physics.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s (OGCMs) are then useful tools in compensating for lack of observation data, 
giving a more comprehensive picture. Here, using a global OGCM simulations, we present 
MLD variability over the North Pacific Ocean and impacts of vertical mixing schemes on it, 
based on several statistical measures such as annual mean difference (ME), root-mean-square 
difference (RMSD) and correlation coefficient(CC). The North Pacific Ocean was chosen 
mainly because it has relatively good data coverage so that model-data comparison would not 
affected much by data density. We have employed GFDL MOM1.1 of Bryan-Cox-Semtner 
ocean model with the horizontal resolution of 1° × 1°. The model has been started from the 
rest state with annual mean temperature and salinity distributions by Levitus (1982), forced by 
Hellerman and Rosenstein (1983) monthly-mean wind stress climatology, and integrated for 
about 30 years. Vertical mixing was calculated by three different schemes. The ME map 
between the model and a MLD climatology (NMLD) shows that the model able to simulate an 
annual mean MLD with an error of 20 m or less over most of the North Pacific Ocean, while 
the error is relatively large at high latitudes, in the Kuroshio region and central and eastern 
equatorial Pacific regions. The model reproduced well general patterns of MLD distributions in 
the climatology: deeper mixed layer around the Kuroshio region and the central equatorial 
Pacific region. But, all schemes show a systematic error pattern: overestimated MLD around the 
Kuroshio region and central and eastern equatorial Pacific regions and underestimated MLD 
between those regions. Correlation Coefficients is rather large around the Kuroshio region 
showing model success in this region, although annual mean differences and RMS differences 
are large, which is due to strong variability of the MLD in there. We conclude that simulated 
MLD variability at high latitudes is affected most significantly by vertical mixing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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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서 38-40N선을 가로지르는 극향 물질수송

박영규, 오경희, 석문식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Using geostrophic calculations with a quasi-zonal CTD section obtained between 38-40°N in 

summer 1999, and velocity estimates at 700 m level from autonomous profiling floats (Argo 
floats), we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meridional mass and heat transports in the East Sea. In 
the horizontal, due to eddies and the meandering of the polar front, the flow changes its 
direction almost at every 100 km or so. In the vertical, although the flow becomes weaker with 
depth the direction of the flow does not change. The total volume transport though the CTD 
section is 1.6 Sv, which i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volume transport through the Korea Strait, 
which is around 2.5 Sv., because the CTD section does not cover the strong and narrow current 
along the Japanese coast (the Near shore Branch). The meriodional mass transport due to the 
surface wind stress across the CTD section is less than 10% of that due to the geostrophic 
flow. Water colder than 10C is due to it own thermohaline circulation of about 0.9 Sv, which 
transports about 0.04 PW across th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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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고해상도 조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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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해양대학교 해양환경생명과학부, 2기상연구소 해양기상지진연구실
3한국해양연구원 해양에너지환경개선연구사업단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북서 태평양의 115∼150°E, 20∼52°N 사이의 해역을 상으
로 경․ 도 방향으로 각각 1/12° 간격의 격자망을 구성, 2차원 POM 모델을 이용한 북서 태평
양 조석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수심자료는 ETOPO5 수심 자료를 사용하 으며 개방경계에

서는 Matsumoto 등(2000)이 TOPEX/POSEIDON 자료를 동화시켜  지구와 일본 주변 해역에
서 계산한 조석 수치 모형결과를 근거로 주요 8개 분조 M2, S2, K1, O1, K2, P1, N2, Q2 분조의 
조화상수를 추출 입력하 다. 개방경계에서의 유속은 radiation 경계조건으로 계산하 으며 해

마찰력 계수를 변화 시키면서 모델의 민감도를 테스트하 다. 
수립된 조석 모델로 2005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0일간의 실시간 조석 시뮬 이

션을 수행하 다. 모델 결과의 검증을 해 한반도 주변 61개 지 에서의 측 자료로 구한 조화

상수 값(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ffice, 1979)과 모델의 결과로 얻은 조화상수 값을 비
교하 다. 그리고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부산에서의 실시간 해수면 높이 측 자료와 모
델 결과의 실시간 해수면 높이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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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oal and Temproal Variability of the Mixed Layer 
Depth in the East Sea

임세한, 오임상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Surface mixed layer depth (M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quantities of the upper ocean 
for defining a quasi-homogeneous surface region of density that directly interacts with the 
atmospheric and oceanic motions. Knowledge of the MLD variability is important for fisheries, 
near surface acoustic propagation, ocean biology and upper ocean dynamics. 

In the East Sea, a semi-enclosed marginal sea of the northwest Pacific, seasonal variations of 
the MLD show a typical pattern, which is shallower in heating (summer) season and deeper in 
cooling (winter) season, respectively. As commonly known, the MLD is originally formed by 
the action of turbulent mixing of the water mass due to the monsoon wind stress and the 
intensive seasonal heat exchange variations at the sea surface. Shim and Kim (1981) reported 
that annual variation of the surface MLD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heat exchange between 
the air and sea in the southern part of the East S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he MLD in 
a whole domain of the East Sea. We estimated monthly MLD from oceanic profile data, i.e., 
NODC, JODC and ARGO float data by IFREMER. As a result, it shows typical seasonal 
variations, however, significant spatial differences of the MLD in the same season. The spatial 
variances is larger in the near and offshore of Bladivostok and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East 
Sea, the deepening of MLD appears earlier by about 1 month in the south tha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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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of turbulent energy dissipation rate in 
the southern Drake Passage

Jae Hak Lee, Sung Tae Jang, Chang Soo Hong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Microstructure measurements using a microstructure profiler were carried out in the southern 
Drake Passage, eastern Bransfield Strait and northwestern Weddell Sea in December 2005. In 
general, turbulent energy dissipation rate high with 10-9 - 10-8 W/kg in the slop and shelf area 
in the Drake Passage. Eddy diffusivity computed from dissipation rate and buoyancy frequency 
a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in the open ocean. Away from the surface layer, large values 
of dissipation rate with O(10-7 W/kg) are shown in the depth range where the winter water 
ap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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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frequency Deep Flow Variability
in the Korea Gap

김윤배1, 장경일1, 박재훈2, 박종진1, D.R.Watts2, 김구1, 이재철3, 이재학4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2미국 University of Rhode Island 

3부경대학교 해양학과
4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We investigate temporal variability of deep flows below 1800 m in the Korea Gap by 
analyzing five moored current meter measurements including one full water column mooring. 
The deep flow variability of around 15-day period can be explained as bottom-intensified 
topographic Rossby waves (TRWs), propagating with the shallow region on the right hand side. 
The bottom-intensified flow exists at all stations except one which lies on a rough bottom 
topography. The wavelength of TRWs is estimated to be about 30 km. Simultaneous 
temperature measurements at upper depths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W 
generation and the upper layer circulation. The deep flow variability near 15-day period was 
strengthened during two warm events observed in the upper layer. 

The source of TRWs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the path variability of the Offshore 
Branch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flowing along the Oki Bank in the southeastern Ulleung 
Basin. Travel time data obtained by inverted echo sounders, which closely related with the 
variation of thermocline depth of upper layer (Watts et al.,2001), indicate that fluctuations of 
the upper thermocline depth at a period band of 13-20 days mainly occur in the southeastern 
periphery of the Ulleung Basin. These upper layer fluctuations seems to trigger the TRW 
generation, which then propagates northwestward along the topography up to nea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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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격자를 이용한 동아시아해역 순환모의

민홍식, 김철호

한국해양연구원

동아시아해역의 해양순환을 세 하게 모사하기 해서는 격자간격이 조 한 지역해모형을 만

들고 이를 분하는 것이 계산 비용 감 측면에서는 선호할 만하지만 지역해모형, 특히 동아시아
해역처럼 외해와의 경계면이 넓은 해역의 순환을 모사하는 지역해모형에서는 개방경계조건을 

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동아시아해역의 해양순환을 비교  세 하게 모사하

기 하여 동아시아해역은 격자간격을 조 하게, 태평양은 성기게 설정한 가변격자모형을 수립하
다. 모형 역은 북태평양은 물론, 남 국해와 도를 포함하는 동경 100도-서경 70도, 남  20
도-북  66도이며 모형의 경계는 폐쇄경계로 설정하 다. 격자간격은 동경 115-150도, 북  18-52
도 역에서는 1/6도이며 동아시아해역을 벗어날수록  증가하여 동경 164.5도 이동과 북  

3.4도 이남에서는 1도이다.
해양내부 기조건으로 WOA2001의 연평균 기후치를 사용하 으며 해면경계조건  바람응력

은 ECMWF의 44년(1958-2001) 기후월평균을 이용하 고 열과 염은 WOA2001의 기후월평균에 
30일의 복원시간을 두고 근하도록 하 다. 모형을 기 정지 상태에서 20년 분한 후 20년째
의 순환을 분석하 다. 해양연구원의 지구순환모형의 분 결과와 본 모형의 분 결과를 비교
하 을 때 열 태평양의 순환을 모사하는 정도가 매우 유사하여 모형의 남쪽 경계인 남  20도를 
폐쇄경계로 설정한 것이 동아시아해역의 순환 모사에 미치는 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단된다.
모사된 쿠로시오가 일본열도에서 이안하는 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북쪽으로 치우쳤으며 동

한난류 역시 실제보다 북쪽에서 이안하는 것으로 모사되어 모형의 이안 도 모사 능력을 개선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모사된 만해  통과유량의 연변동은 여름에 크고 겨울에 

작게 나타나 만해  양단의 해수면 차이의 연변동과 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사
된 통과유량의 연평균은 1.7 Sv으로 Fang et al. (1991)이 해류계 측을 통해 산출한 연평균 유량 
2 Sv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다. 한해 을 통과하는 유량의 연평균은 2.8 Sv으로 Takikawa와 
Yoon (2005)이 해수면 차이와 경험식으로 구한 연평균 2.6 Sv에 근 하게 모사되었으나 연변동

은 Takikawa와 Yoon (2005)에서는 1-2월에 최소이고 10월에 최 인 반면 모형에서는 4월경에 
최 를 보이도록 모사되어 연변동 모사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해 앙의 깊은 골에서 겨울 수온이 오히려 여름보다 높게 모사되었다. 이는 겨울에 강
한 북풍계열의 바람에 의해 한국 서안과 국 동안을 따라 남하하는 해류가 강하게 나타나 황해내

부의 해수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이를 보상하기 해 깊은 골을 따라 따뜻한 해수가 과도하게 황해

로 유입되도록 모사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20년 분된 순환형태 분석으로 가변격자모형이 
동 국해, 황해, 동해의 순환을 세 하게 모사하고 일부 상은 측결과와 맞는 부분도 있으나 

아직 측결과와 다르게 모사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형을 개선하고 표층경계조건을 

변화시키는 등 모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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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F와 VAN 전구 해양 동화 기법에 따른 OGCM Impact 분석

안중배1, 윤용훈2, 황지현1

1부산대학교, 2기상연구소 해양기상지진연구실

해양 순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델의 불확실

성에 의해 여 히 오차가 존재함에 따라 기장 개선을 통한 모델의 성능 향상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다. 재 이를 하여 여러 가지 해양 자료 동화 기법이 개발되어 있으나 계산량 등의 

문제로 구 해양에 걸쳐 용하기엔 제약이 있어 계산량을 이기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량을 이기 해 고안된 VAN(Variational Analysis with no inversion 
of B)과 VAF(Variational Analysis with Filter) 를 통해 분석장을 생산하고 이를 해양 순환 모델

의 기치로 이용하여 분석장이 해양 순환 모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VAR(Variational Analysis)는 다음의 비용함수의 경도식을 통해 분석값을 구한다. 

∇  
      

B는 배경오차 공분산 행렬이고, R은 측오차 공분산 행렬이며, H는 모형변수를 측지 으로 

옮겨주는 측연산자이다. 한 y는 측 벡터이고, x는 분석 벡터, 는 배경 벡터이다. 자연계가 
의 자유도를 가진다고 할 때 배경오차 공분산 행렬은  ×의 크기를 가지게 됨에 따라 

VAR를 용함에 있어 배경오차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야 한다는 과 배경오차 공분산 
행렬에 한 계산량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다.

VAN은 B의 역행렬을 이용 새로운 벡터를 정의함으로써 B의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비용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B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하기 힘들어 필요할 때마다 매번 
계산한다는 단 이 있다. VAF는 B에 한 계산량을 이기 해 공간필터(spatial filter)를 사용
하는 방법으로 계산량은 히 어드나 필터의 정의함에 있어 객 성이 부족하다는 단 이 있다.

VAN과 VAF 모두 배경장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해양 순환 모델의 계통  오차들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자료동화의 결과인 분석장을 기 입력 자료로 이용한 해양 순환 모형의 분 결

과에서도 이러한 분포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배경오차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지 않는 VAF를 사
용한 경우 VAN에 비하여 계산시간을 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나, 필터의 정의에 있어 객 성

이 부족하여 필터에 따라 분석장의 값이 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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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Study of the Circulation in the Yellow 
and the East China Seas

문재홍, 방익찬, 정희동, 성기탁, 한인성, 양준용, 김상우

국립수산과학원

지 까지 부분의 동 국해 순환모델은 만해류, 쿠로시오, 마난류 등을 개방경계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방경계조건에 따라 동 국해의 해수순환이 향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모델에서는 한해 의 유량변화가 동 국해의 해수순환에 향을 주기는 하지만 동 국해 해

수순환이 한해 의 유량변화에는 별 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한해 의 유량변화는 동 국해 

해수순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 가능성을 연구하기 해서는 경계조건의 개선이 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모델 역을 넓힌 북서태평양 해수순환모델을 사

용하 다. 그 결과 한해 의 경우 그 유량변화가 최근의 측결과와 같이 겨울철에 최소, 가을철
(10월)에 최 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최근 측과 모델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서 경계조건을 

개선할 경우 한해  유량의 계 변화와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사용된 모델은 ROMS로 1/8°의 수평해상도를 가지고 수직 으로 30개의 level로 구성되었으며, 

ETOPO5 자료를 수심자료, WOA2001의 수온, 염분 자료를 기조건, COADS(30년 월평균의 heat, 
fresh water flux, wind)의 자료를 표층외력으로 사용하 다. 그 결과 모델을 통해 재 된 해수분포는 

겨울철 황해난류수의 북상과 한국연안수, 국연안수의 분포 등 지 까지 알려진 해수분포 특성을 

비교  잘 재 하고 있으며, 해류분포 한 최근의 역모델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서안
경계류인 쿠로시오의 분포와 분지, 만해류 계 인 변화 등이 잘 재 되었다. 특히 해수표면의 
열염수지에 향을 덜 받는 동해의 표면수온분포는 인공 성의 측결과에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해 의 유량이 10월에 최 가 되는데 비해 만 동쪽의 쿠로시오해류는 4월에 그리고 만해
의 유량은 7월에 최 이며 이것은 한해 의 유량변화가 쿠로시오해류나 만해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다. 한해 의 유량변화는 오히려 마난류의 변화와 연 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 국해에서 해류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추 자를 사용한 결과 겨울철에는 해류가 큐슈 남

서해역의 륙붕단 부근에서 기원하여 한 지류가 황해 골의 서쪽경사면을 따라 북상하는 반면에 여

름철에는 만해 에서 기원하여 동 국해 륙붕을 따라 한해 까지 연결되는 변화를 보여 으

로써 마난류의 기원에 한 기존의 두 주장을 뒷받침해 다. 이러한 계 변화는 계 풍으로 설명

이 가능한데 겨울철의 북서계 풍에 의해서 연안수를 포함한 표층수는 국연안을 따라 만해 을 

통해 남하하고 이것을 보충하기 해 마난류수는 동 국해 륙붕단 부근에서 북상하여 황해로 

유입되는데 비해 여름철의 남동계 풍에 의해서는 동 국해의 표층수가 륙붕단으로 이동하고 이

것을 보충하기 해 만해 을 통해 마난류수가 동 국해 륙붕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변화는 
동 국해 해수분포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그 변화가 한해 의 유량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연구를 해서는 일바람자료를 사용하여 모델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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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해 연안해역 수심적분 준관성주기 운동에너지의 국지 변화
Local change of depth-integrated near-inertial kinetic energy 

off the east coast of Korea

남성현, 장경일, 김 구

한국 동해 연안해역의 해안으로부터 8-10 km 떨어진 수심 100-130 m 지 에서 1999-2004년
에 실시간 해양 측 부이에 부착된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심별 유속자료를 분석하여 수심 분된 성주기(near-inertial period, 17-20 hours here) 운동
에 지 국지변화의 주요 원인을 고찰하 다. 수심 분된 단  면 의 성주기 운동에 지에

서는 뚜렷한 계 변화를 볼 수 없었고, 수 일 규모로 간헐 으로 나타나는 에 지의 증폭은 총 

40회 나타났다. 국지 에 지 균형을 이루는 요소들의 규모 분석을 통해, 간단한 혼합층 성진동 
모형(slab model)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부(20-100m)의 수심 분 운동에 지 변화를 국지 바람

이 표층에 가한 일로부터 교환되는 에 지와 성주기 내부 의 에 따른 수평 인 에 지 

복사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배경 유속구조와의 상호작용으로 연안용승 조건 하에서
는 성주기 내부 의 고립(trapping)이, 연안침강 조건 하에서는 방출(expelling)이 일어나 각
각 수평 인 성주기 운동에 지의 수렴과 발산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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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분석을 이용한 국지 해일 모델 지역 확장

이다운, 서장원, 박상욱, 유승협, 윤용훈

기상연구소 해양기상지진연구실

이  연구에서 부산, 여수, 완도 등의 세 지 에 해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국지 해일 측 모

델을 구축하 으며 2005년 태풍 사례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 이러한 국지 해일 측 모델을 
 해역으로 확장하기 해서 여러 지역을 몇 개의 군집으로 묶어서 각각의 군집별로 모델링 하

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군집별 모델로 측한 각각의 지역에 한 측 값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 세 지 (부산, 여수, 완도) 각각의 군집에 한 모델과 이  지 별 모델

의 결과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먼  지역 군집을 형성하기 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 으며 군집분석을 해서 2000년부터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에 해서 태풍별 최  폭풍 해일 값과 지  정보인 도, 경도 값을 입
력변수로 지정하 다.
선택 지 은 국지 해일 측 모델의 입력변수로 사용되는 조사원 해수면 높이 자료 는 기상

청 AWS 자료가 존재하는 14개 지 을 선택하 으며 인천, 보령, 군산외항, 목포, 완도, 여수, 통
, 마산, 부산, 포항, 제주, 서귀포, 울산, 속  등의 지 이 선택되었다.
태풍은 2000년 우리나라를 통과한 12호 태풍 라피룬(Prapiroon), 14호 태풍 사오마이

(Saomai), 2002년 15호 태풍 루사(Rusa), 2003년 14호 태풍 매미(Maemi), 2004년 15호 태풍 메
기(Megi) 등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 각 태풍 통과 시 의 지 별 최고 폭풍 해일 값을 입력변수

로 사용하 다. 사용한 군집 분석은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데이터의 계보  구조를 만들

어 군집과 소군집으로 묶는 방법인 계보  군집(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하 으며 

군집간의 거리는 가장 일반 인 방법인 심 연결법(centroid linkage method)을 이용하 다.
군집분석 결과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군집별 모델과 이 의 지 별 모델의 결

과를 비교․분석하여  해역으로의 지역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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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S를 이용한 동아시아의 해수 순환 재현

조창우, 장유순, 조양기1, 문광석1, 윤용훈, 서장원

기상연구소 해양기상지진연구실
1전남대학교 해양학과

본 연구에서는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를 사용하여 동아시아 주변 해역의 
해수순환을 재 하 다. 모델 역은 115°E-160°E, 15°N-50°N으로 남북방향 모두 0.25°의 등 
간격이며, 연직방향으로는 최 수심 5000 m 까지 총 20개의 층으로 구성하 다. WOA01 
(World Ocean Atlas 2001)의 3차원 수온, 염분 자료와 COADS (Comprehensive Ocean- 
Atmosphere Data Set) 자료를 이용하여 15년간 분한 결과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재  실

험을 한 기 조건으로 사용하 다. 표층 경계 조건인 바람 응력  열속 자료는 ECMWF 
(European Center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와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의 월평균 재분석 자료를, 개방 경계는 ECCO (Estimating the 
Circulation and Climate of the Ocean) 3차원 수온, 염분, 유속  해수면 고도 자료를 격자에 맞
게 내삽하여 사용하 다. 황해의 유량자료는 RivDis (The Global River Discharge Database) 
(Vorosmarty et al. 1996a)의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 으며, TPXO6 조석 자료  10개의 분조
(M2, S2, N2, K2, K1, O1, P1, Q1, Mm, Mf)를 모두 고려하 다. 재  실험 결과로부터 동아시

아 주변해역의 수온, 염분  해류 순환의 실 인 월 변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동
아시아 해역의 실시간 해황 측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이후로는 기상청에서 생
산되는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48시간 수치 보 측 자료를 

해당 모델 역에 해 재구성한 해상풍 정보를 일일 간격으로 모델의 표층 경계 조건으로 활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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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experiment on the interaction
between typhoon and ocean surface mixed layer

강현우, 정경태, 소재귀, 장찬주, 강석구

한국해양연구원

Variation of typhoon intensity and ocean mixed layer characteristics over the typhoon passing 
track have been investigated using a simple typhoon intensity prediction model coupled with 
simple ocean water column. For understanding the model response on the initial typhoon 
characteristics and ocean vertical structure, we have carried some ideal case study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typhoon and the ocean. And we applied this model to some realistic 
typhoons approached Korean peninsular before.

In the ideal case study, we assume the ocean characteristics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as simple as possible. Two simple paths are chosen based on historical typhoon 
passages, one is called eastern or warm route and the other is western or cold route. The 
sensitivity of the typhoon intensity on the sea surface temperature, mixed layer depth, ocean 
vertical thermal structure, and the typhoon translation speed has been investigated in both 
routes.

Some distinguished typhoon cases are simulated using this simple model and the importance 
of ocean characteristics on the typhoon intensity prediction are suggested with the future 
strategy of the coupling with full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181

PP-15

3 M 원반형 해양기상관측부이 국산화 개발

김 태 희

기상청

바다에서 주변의 지형 등 환경  향을 받지 않고 해양과 기상 상을 동시에 측할 수 있는 

최 의 장비를 해양기상 측부이(Ocean Data Buoy)라 할 수 있다. 다른 기기들은 설치 해역의 수
심, 지형 조건 등에 많은 향을 받지만 부이는 수심이 낮은 천해역은 물론 태평양과 같이 수 천 
m의 수심에서도 측할 수 있는 기기이다. 종합 해양기상 측부이를 기본 설계에서부터, 용 , 수치
해석, 구조해석, 도장, 통신 로토콜, 로그램개발, 안정성 해석 등 모든 부분을 국내에서 개발하
여 open sea에서 실시간 업으로 운 하기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
고 있는 해양기상 측부이를 국내에서 독자 으로 개발한 것은 외국의 제품을 도입하 을 경우 수

입 행업체의 기술력 부족에 따른 기술지원 부족으로 유지 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외국의 
실정에 맞는 구조 인 H/W  S/W 운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해양기상 측부이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본 설계는 미국 해양 기청(NOAA) 산하의 국립해양기상부이센터
(NDBC: National Data Buoy Center)의 3 M  원반형 해양기상 측부이 설계도면을 기 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합하도록 재설계 하 으며, 재질은 해양에서 부식에 강하고 자성의 향을 주
지 않는 Marine Aluminum을 이용하 다. 용 은 알루미늄 용용 기를 이용하 으며, Ar 용
을 사용하여 용 하여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부식되지 않도록 하 다. 도장은 특수 도료를 
이용하여 2차 도장하 으며, 해양에서 특수표지를 의미하는 황색 도장을 실시하 다. 부이가 바다
에 계류하 을 경우 높은 고와 강풍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r한다. 이를 해 구조해석을 실시
하 는데, 구조 해석 결과 풍속 75 m/sec, 조류 속도 2 m/sec,  고 20 m에 계류될 수 있도록 
구조 으로 충분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 다.

 

국내 개발되어 업에 운 하고 있는 해양기상 측부이

사 사

이 연구는 기상연구소 “해양기상 측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해양기상
측부이 계류  운 에 수고하시는 목포기상 와 인천기상  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부이 제작을 
담당해 주신 (주)신동디지텍 계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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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서해 먼바다 및 앞바다 해상 악기상 비교

김태희, 원광석, 김준형, 유상진, 박남철

기상청

먼바다(외해, open sea)에서 랑을 측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도 태평양 
등 양에서 해양기상 측부이를 이용하여 랑을 실시간 측하고 있으나, 선박의 왕래가 많고 
어로 활동이 빈번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선박에 의한 잦은 추돌 사고 등으로 유지 리에 많

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상청은 서해 최서단에 치해 있는 북격렬비도에 서해종합해양기상
측기지(서해기지)를 구축하 으며, 먼바다의 해양기상 감시  측의 정확도 향상을 하여 

Microwave sensor를 이용한 고계를 설치하여 실시간 운용하고 있다. 
서해는 수심이 낮고 연안 해역에는 많은 도서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복잡한 해안선  해  지

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에 따라 지역 으로 고의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겨울철에는 륙성고기압의 확장에 따른 향으로 서해상에서 2～3 m 이상의 높은 
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고의 공간  분포는 지형  향에 의해 국지 으로 큰 차

이를 나타나게 된다.
겨울철 서해상의 먼바다와 앞바다의 고를 비교하 다. 자료 기간은 2005 12. 1.～2006. 3. 

31. 이다. 먼바다의 측 자료는 서해기지에서 측된 자료를 이용하 으며 서해 부  남부 연

안 해역의 자료는 각각 덕 도와 칠발도 부근 해상의 해양기상 측부이에서 측된 자료를 이용

하 다.
찬 륙성고기압의 확장시에는 서해 먼바다에서 2～3 m 이상의 높은 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 서해남부 연안에 치해 있는 칠발도 해상에서도 높은 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만에 치해 있는 덕 도 해상에서는 서해 먼바다 는 서해남부 연안 해역에 비해 낮은 고가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에 북풍 는 북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에 의해 경기만에서 비교  낮은 

고가 나타나는 것은 만(灣)으로 형성된 주변의 지형  조건에 의한 랑에 지의 감소에 따른 결

과일 것이다.
서해기지는 지리 으로 우리나라 최서단에 치해 있어 악기상 상을 조기 감시할 수 있는 

해역에 치해 있다. 겨울철 찬 륙성고기압 확장에 따른 향으로 서해기지에서 높은 고가 
측되면, 2～4시간 후에 서해 부  남부 연안해역에서 높은 고가 나타나고 있는 시간 지연
이 있다.

사 사

이 연구는 기상연구소 “해양기상 측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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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한 조석잔차류 형성 및
담수확산 변화에 대한 모델연구

권효근, 이상호, 백혜연, 김창수, 이광희, 손영태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새만 해역은 방조제공사와 더불어 강 하구역 개발로 인하여 복잡한 변화가 상되는 지역이다. 
ECOMSED 모형을 이용하여 새만 해역의 방조제 건설과 동시기에 시행된 강 하구역 개발(남․북
측 도류제와 북방 제 건설)로 인한 주변해역의 조석잔차류 형성과 강, 만경-동진강에서 유출되는 
담수의 확산변화를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M2 분조를 외력으로 사용하 으며, 인공  건설에 따른 해안선변화를 방조제 건설

(Run 1), 강하구 입구의 도류제 건설과 새만  방조제 건설도 (Run 2), 강하구 북방 제 건설과 

4호방조제 건설 단시기(Run 3), 4호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시기(Run 4)로 구분하 고, 담수방
류는 홍수기, 평수기, 갈수기의 유량을 용하여 1개월 동안 연속 으로 방류하는 조건을 용하 다. 
방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잔차류 형성은 Run 2에서 4호방조제 외측과 가력도 배수갑문 내측
지역에 와류(eddy)가 형성되고, Run 3에서는 이 와류가 좀더 뚜렷하게 형성되며 강하구입구의 북방
제 주변에도 와류가 형성되었다. Run 4의 경우 4호방조제 외측에 형성되었던 잔차류 와류는 사라지
고 가력도 배수갑문지역의 와류는 더 강하게 형성되었다. 담수방류를 주었을 때는 방류를 주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잔차류 와류가 강해졌다. 특히 고군산군도 북측해역에도 이  시기보다 강한 흐름이 형성

되었다. Run 4의 경우 4호 방조제 외측의 와류는 사라졌고, 신시․가력도 배수갑문을 통해 외측에서 
내측으로 유입되는 강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가력도 내측의 와류가 더욱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조류타원의 경우 4호방조제 북측 외해역에서는 조류타원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강하구 입구의 
북방 제 주변에서는 장축의 방향이 북쪽으로 바 었고 4호방조제에 인 한 지역에서는 방조제 건설

이 진행됨에 따라 장축의 방향이 크게 바 었다. 고군산군도 남측의 경우 북측과 마찬가지로 방조제에
서 거리가 먼 외해역에서는 장축방향의 변화가 없으나 신시․가력도 갑문구간 주변에서는 장축의 크

기가 크게 증가하 다.
담수확산의 경우 Run 1에서는 만경․동진강의 담수가 수직 으로는 균일하게 혼합되고 수평 으로 

방사형으로 확산되나 강하구 주변해역에서는 하구 입구쪽에서 외해쪽으로 강한 수직  염분구배를 

갖으며  모양의 수평분포를 가진다. Run 2의 경우 북측도류제의 향으로 Run 1에 비해 강한 염분
구배를 갖는 염수 코어가 강하구입구에서 형성되었고, 새만  내부지역에서는 Run 1보다 평균
으로 염분이 약 1‰상승하 으며 담수확산분포가 비 칭형으로 바 었다. Run 3의 경우 강하구입구
에서 형성된 담수코어가 북방 제로 인하여 남서쪽으로 편향되어 확장하 고 새만  내측에서는 담수

확산 범 가 배수갑문쪽에서 유입되는 외해수의 향으로 축소되었다. Run 4의 경우 강하구 주변해
역에서는 남서쪽으로 향하는 칭형 담수확산 분포를 나타내고 새만  내부지역에서는 수직 으로 균

일하고 수평 으로는 1, 2호 방조제와 평행하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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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of global ocean using FMS-MOM4

장유순, 조창우, 윤용훈, 서장원

기상연구소 해양기상지진 연구실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based on MOM4 of FMS developed by GFDL in 2005 are 
established in order to study the global ocean status. The model employs the tripolar grid to 
resolve the Arctic Ocean without polar filtering. The meridional resolution gradually increases 
1/3° at the equator to 1° at 30°N(S). Other horizontal grids have the constant 1° and vertical 
grids have 50 levels. The ocean is also coupled to the GFDL sea ice model. It consider the 
effects of the tide, fresh water and chlorophyll concentration as well. This model is integrated 
using Cray X1E system with 48 cpu forced by German OMIP dataset. General features of the 
world ocean circulation are well reproduced, which can be validated from in-situ observed data 
such as WOCE and ARGO.

 

Fig. Horizontal distribution of sea surface height with ocean current simulated by 
FMS-MOM4 in February and Augus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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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currents and bottom temperature by ADCP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of the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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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oul National University, 2University of Rode Island, 3Pusan National University

Two bottom-mount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s (ADCP) were moored (Station A1 at 
152m/152.5m and A2 at 285m/290m) in the East China Sea (ECS) for 13 months (Oct. 2003-Nov. 
2004) to observe the part of the Kuroshio flowing over the outer continental shelf of the EC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quantify the entire Kuroshio transport and to investigate the dynamics 
of its temporal variability using the ADCP data together with CPIESs (Current and Pressure recording 
Inverted Echo Sounder) data simultaneously obtained in the Okinawa trough.

The ADCPs also recorded pressure and temperature at their mooring depths. After correction for the 
magnetic declination and de-spiking of data, the velocity and temperature time series were low-pass 
filtered with a 2nd order Butterworth filter with cutoff period of 48 hours. The available current records 
are from 34m to 146m with 4 m interval at A1 for the 13 months, and from 179m to 275m with 8m 
interval at A2 for the last 6 months (May 2004-Nov. 2004).

Mean current speeds in the topmost bin at A1 and A2 are 31cm/s and 46 cm/s toward northeast (37° 
and 39°), respectively. The veering of mean currents at A1 is in an anticlockwise direction down to 
the seabed. At A2, the mean currents, however, veer in a anticlockwise direction from 39° to 34° 
between 179-227m/290m, then in a clockwise direction down to the seabed (138°).

The observed current fluctuations occur on multiple timescales from a few days to a couple of 
months. The dominant periods of current are 3-20 days but those of bottom temperature (Tbtm) are 3-20 
days and ~ 60-day periods at both stations. The ~60-day periods fluctuations of along-shelf currents and 
bottom temperature are well-correlated and show an out-of-phase relation at A2. The similar variation 
at A1, however, is not distinct. The variation of bottommost cross-shelf current of 3-20 day periods 
appears to be an in-phase relationship with Tbtm at both stations.

The 60-day period fluctuations seem to be associated with the on-shore and off-shore migration of 
the main axis of the Kuroshio, or strengthening and weakening of the Kuroshio.

Reference
Perkins, H., F. de Strobel, and L. Gualdesi, 2000. The Barny sentinel trawl-resistantADCP bottom mount: 

Design, testing, and application. IEEE J. Oceanic Eng., 25, 4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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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사시 오탁방지막 설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맹준호, 조광우, 주용준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해양에서의 매립, 설 등과 같은 해안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  

공사 시의 주요 향으로는 부유토사 발생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향이다. 부유토사로 
인한 향은 부유토사의 발생정도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발생정도는 공사의 종류, 방법, 규
모, 주변의 지형  해수유동의 변화폭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편 부유토사가 생물의 
생태에 미치는 향은 부유토사의 정도  지속시간, 해양생물  해역환경의 특성에 따라 상이
하기 때문에 재 이에 해 완 한 해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재까지 밝 진 해양 생태

계에 미칠 수 있는 주요 향으로 해양생물 서식지의 소멸, 부유토사의 확산에 의한 탁도의 증가
로 인한 투과율의 하에 따른 식물 랑크톤, 해조류 등 1차 생산자 감소 상, 어패류의 이동
에 따른 어업생산의 피해로 인한 경제상의 문제 등이 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유토사의 확산을 감하기 한 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부유토사의 확산을 감
하기 한 가장 표 인 방법으로 거의 부분의 공사 장에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한다. 오탁방
지막은 바람이나 랑에 의한 부유토사 입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침강을 진시키어 확산을 제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탁방지막의 효율은 공종, 설치방법, 주변 수리조건  부유토사 입경의 지
배를 크게 받으며, 부 하게 설치될 경우 경제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 악 향을 유

발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오탁방지막 설치에 막 한 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부

분 그 효율에 한 사 검증 없이 공종과 수리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 으로 설치함으로

써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안개발사업의 공사시 환경 향

을 효율 으로 감하기 하여 오탁방지막 설치의 문제 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

사시 부유토사로 인한 환경 향을 효율 으로 감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해안개발사업 장을 해역별로 구분하여 부유토사 확산 감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유지 리 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들 문제 으로는 오탁방지막 설치의 문제, 설치비용  제품의 문제 그리고 유지 리의 문

제 등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 과 외국의 오탁방지막 설치사례 그리고 해양공사시의 부유토사의 

거동특성에 한 조사결과 등을 토 로 효율 인 오탁방지막 설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그러나 본 오탁방지막의 설치 개선방안은 충분한 장검증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보
다 심도 있는 장 측을 통한 지속 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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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Effect on Bulk-Skin Sea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in the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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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3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eoul, Korea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s affected by complex vertical structure of the upper ocean 
associated with oceanic turbulence and air-sea flux exchanges such as heat, moisture, and 
momentum. Within the near-surface layer of less than 10-m depth, sea surface temperatures are 
of several differenct kinds of temperatures: the interface SST measured at the exact air-sea 
interface, the skin SST measured by satellite radiometers at depth within tens of micrometers 
where conductive and diffusive hear transfer occurs, the subsurface bulk temperature measured 
at a few meters from the sea surface, and so on. All these temperatures are a strong function 
of atmospheric and oceanic conditions and are varying in time. Common SST retrieval 
algorithms have used emirical regression methods by comparing satellite-measured radiance and 
in-situ meansurements to overcome the incoincidence between skin and bulk temperatures. This 
study specifically presents the bulk-skin temperature differences in the Pacific Ocean and 
addresses an important role of wind field based on 5-year (1995-1999) matchups between 
NOAA/AVHRR data and oceanic in-situ measurements, especially at low wind speed of less 
than 6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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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ifs 해색 영상을 이용한 표층해류 벡터 추정과 검증

김 응, 노영재1, 안유환2

충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1충남대학교 해양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연구단

우리 나라에서는 2008년에 다목  정지궤도 성인 통신해양기상 성을 발사한다는 계획 아

래 재 성체  각종 소 트웨어가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 통신해양기상 성은 다양한 센서

가 장착되어 한반도 주변의 해양  기상을 정지궤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 
상 자료들  표층수온과 해색자료는 해양의 물리  생물학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 자료들의 활용 가능성의 한 로 해색 자료로부터 
표층 해류 벡터의 추출을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색 자료는 SeaWifs 성으로부터 생산된 해상도 1 km 를 갖는 엽록소-a 
자료이다. 이 자료는 SeaWifs 성이 한국 근해를 오후 시간 에 통과하면서 측한 자료이다. 
1 일 생산되는 자료는 두시간 이내의 간격을 가지고 두 개의 자료셑이 생산되나, 같은 해역을 
측하여 상이 겹치는(overlap) 부분이 상의 가장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에 기술 인 한

계를 지닌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1 일 간격을 갖는 상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표층 
유속을 추출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격자로 구성된 해색 자료로부터 시간 연속인 다

음 상의 해색 자료 사이의 특징 인 형태를 상 계수를 계산하면서 상 사이의 최 상 계수

가 나타나는 치를 찾는 최 상 계수법을 사용하 다. SeaWifs 해색 자료로부터 추출된 유속
의 검증을 하여 3.5일 주기를 갖는 해면고도 자료로부터 추정된 표층 유속성분과 해양조사원 
ADCP 측 장 자료와 비교 분석하 다.

SeaWifs 해색 자료로부터 추정된 한국 근해의 표층 유속은 해역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
다. 해양 표층의 일반 인 해류장은 동해와 남해 역에서는 해면고도로부터 계산된유속장과 유사

한 분포장을 보이고 있으나, 서해의 북부 해역에서는 해면고도의 유속장과 많은 차이가 있었
다. 서해역의 경우 조석의 향에 의해 식물 랑크톤의 분포가 향을 받을 수 있고, 연안역에서 
나타나는 해면고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두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 동해에서는 난수역이 냉
수역에 비해 상 으로 식물 랑크톤의 양이 기 때문에 성 자료로부터 표층 유속을 추출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냉수역에서는 상 으로 표층유속장의 추정이 용이하 고, 그 결과는 
해면고도의 유속장과 잘 일치하 다. 남해는 높은 수치의 엽록소-a 와 상 으로 약한 조석으로 

인해 다른 해역에 비해 표층 유속벡터의 추정이 잘 이루어졌다. 2003년 4월의 이 결과는 해면고
도자료의 유속장과 잘 일치하 고, 제주도 동쪽의 ADCP 측 결과와는 유속은 0.2 m/s로 비슷
하 고 유향은 ADCP가 57° 본 연구에서는 77° 로 유사하 다. 

SeaWifs 해색 상의 1일 주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색 자료로부터 추정된 표층 유속 성분
이 실 측 결과와 유사한 해류장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수시간 주기의 해색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한국 근해의 해류정보를 제공하는 기반 기술로서 매우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남해역에서는 조의 이동경로를 정확히 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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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nnual Variation of the Winter Air-Sea Heat 
Flux in the Kangjin Bay, South Sea in 2004-2006

정광영, 노영재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남해도와 창선도로 둘러쌓여 있는 경남 남해군 강진만은 계 에 따른 수온 변동 폭이 크며 연  쾌청일수가 

높고 겨울철에는 북풍계열의 바람이 불어 해황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 해역에서의 겨울철 수온 변동

은 수로를 통한 외해수의 교환 보다는 기상 변동이 더 큰 향을 다(노와 정, 2005). 강진만 앙에 치한 

측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노와 정, 2005)을 이용하여 04년 1월부터 06년 재까지 측된 수질  

기상 자료  동계(12-2월) 자료를 이용, 동계 수온 변동의 요인에 해 기상자료 분석  열수지 분석을 하 다.

동계 수온 최  측기간 동안 기온과 수온의 감소율은 04년도(04.1.26./최 1.9°C) -2.38, 0.52°C/day, 05년도

(05.2.2./최 1.9°C) -1.90, -0.61°C/day로 나타났고 06년도(06.1.10./최 2.5°C)에는 -1.32, -0.38°C/day로 나타났

다. 04, 05년도보다 06년도의 수온 감소기간은 증가하 으나, 감소폭이 어들어 수온 감소율이 작게 나타났고, 

최  수온 역시 0.6°C 높게 측되었다.

05년도와 06년도의 동계 열수지 분석 결과 05년도에 잠열에 의한 열 손실은 144.7 W/m2, 열에 의한 열 

손실은 56.8 W/m2로 나타났고, 총 132.7 W/m2의 열 손실이 발생했다. 06년도에는 잠열에 의해 133.7 W/m2, 

열에 의해 46.6 W/m2
가 손실되었고 총 121.4 W/m2

가 손실되었다. 최  수온 발생 기간  05년도와 06년도 

각각 202.9 W/m2, 182.9 W/m2
의 열이 기로 방출되었고, 05년도에는 잠열 220.7 W/m2, 열 90.3 W/m2

의 열 

손실이 발생, 06년도 잠열, 열 각각 201.3, 80.4 W/m2가 손실되었다. 동계 최  수온 발생 기간  잠열과 

열에 의한 열 손실은 기간  지속 이고 강한 바람과 해양- 기간의 온도차이로 인해 잠열과 열 모두 

동계 평균 보다 1.5～1.6배 정도 증가하 다.

수온이 1.9°C까지 하강한 04, 05년도와 2.5°C까지 하강한 06년도의 기상자료를 비교해 볼 때 기압, 습도  

해양으로 유입되는 태양복사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06년도 평균 풍속이 년도에 비해 약 

0.3 m/sec 낮게 측되었고, 평균 기온이 0.4°C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기온-수온의 차이는 05년도에 비해 상

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동계 평균 열교환량은 06년도가 년도에 비해 

약 11 W/m2 정도 게 손실되었고, 수온 최  측 시기 동안에 역시 년도에 비해 약 20 W/m2 정도 게 

나타났다. 05년도에 비해 06년도의 수온 하강 폭이 감소한 것은 년도에 비해 상 으로 기온이 높아졌고, 

풍속이 감소함에 따라 해양에서의 열손실이 어들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을 계산한 김과 Kimura(1999), 윤(1982) 등 타 연구에서는 겨울철 170-440 W/m2, 윤 등

(1998)의 연구에서는 100-400 W/m2
의 열이 방출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온 최  측 시기

를 제외한 동계 총 열교환량이 50-450 W/m2 정도의 변동 폭을 보 다. 타 연구에서는 기상자료의 이용에 있어 

1개월 혹은 1일 간격의 평균값을 이용하거나 수치모델의 계산 결과치를 이용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 자

료의 1시간 평균값을 이용하 기 때문에 총 열교환량의 변동 범 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연안 해양 환경인 강진만에서의 극심한 수온 변화는 생태계 체에 심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먹이사슬에 속해 있는 생물들에 미칠 구체  향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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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구언 방류에 따른 여름철 목포 연안 저염화 수치실험

박용우1, 조양기2, 신용식3, 이창희4

1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2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3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호과 암호, 호호 방조제는 1981년과 1991년  1994년에 건설됨에 따라 많은 조간
를 포함한 목포 인근 주변 해역에 많은 환경변화를 래하 다. 방조제 조성으로 인해 서해안의 
표 인 감조하천인 산강은 조석의 향이 하구로부터 39km까지 미치던 하류 지역이 유속이 
거의 없는 정체수역으로 변화되어 왔고, 하천과 바다 생태계 단 로 인한 하천․해양 생태특성

이 변화되어 오고 있다. 한 자연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출되는 것과는 다르게 인공 담수호에서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의 일시 인 방류에 의해 해양환경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산호, 암호  호호 방류자료에서 5년 주기로 변동하고 있는 특
성과 월별로는 6월에서 9월에 체 80%이상이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방
류량 최 , 2005년에 최소 방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산강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양염과 도

시 오염물질 등이 담수호 방류에 의해 목포연안 주변해역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인공 담수호 방류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목포 주변 해역에서 방류에 따른 염화 범   주

변 해수순환특성을 알아보기 해 3차원 수치 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수치 모형실험에 이용된 모델을 EFDC이며, 목포 주변 해역의 많은 섬들과 산강 하천을 고
려하기 해 수평 으로 직교곡선 좌표계를 채용하여 격자간격 120~1000m로, 수직 으로 시그

마 좌표계로 5층으로 구성하 다. 개방 경계역에서 외해경계는 주요 8분조를 이용한 조  값을 

부여하 고, 하천유입유량은 나주검조소에서 측된 수 를 H-Q식을 사용하 다. 한 인공 담

수호의 방류는 2003년과 2005년의 여름철(6~8월)에 방류된 양을 각각 3곳의 방조제 수문 갑문
을 통해서 해양으로 유출되게 고려하 다. 
방류량에 따른 염분 확산범 는 2003년보다 2005년이 넓게 나타났으며, 조간 가 넓게 분포

되어 있는 청계만을 따라 탄도만 주변해역까지 향이 나타낸다. 한, 화원반도, 달리도, 도, 
압해도의 섬 사이 해 에서는 표층으로 염수, 층으로 고염의 외해수가 교환되는 구조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산과학원의 해양환경조사자료와 잘 일치하고 있다.
산강 하구둑을 심으로 외해쪽으로 20 km, 산호 상류방향 몽탄 교에 이르는 지역까지

의 수직 단면구조에서 인공 담수호 방류에 따른 염화 효과는 하구둑- 고하도, 고하도- 달리도, 
달리도- 외해로 구분이 되는 3개의 구조로 나타나며, 담수 방류시기에 목포주변해역에서 감조하
천과 같은 염분 구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철 하구둑 방류에 따른 성층 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담수 방류에 의한 성층 형성은 연안 하구역 내에서 빈산소수 층등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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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기지에서 연속 관측된 해수특성 자료의 특성

오경희, 박영규, 임동일, 정회수, 심재설

한국해양연구원

2003년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이어도 기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측된 해수특성자
료의 정확도를 악하고, 고정 에서의 측 자료가 양자강에서 유출되는 염분수와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하는 태풍에 한 향을 악하 다.
이어도 기지에 설치된 해수특성 측 모니터링 시스템은 수심과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탁
도, 클로로필 농도 등을 측할 수 있는 멀티센서(YSI-6600 Sonde, 이하 YSI)와 5개의 채  

(8m, 16m, 24m, 32m, 40m)에서 수온과 염분을 연속 으로 측하는 CTR7 (이하, CTR)이다. 
YSI는 2003년 8월 이후부터 재까지 30분 간격으로 연속 측되며, CTR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측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YSI와 같이 30분 간격으로 측
되었다. 
지 까지 획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와 pH등은 여름철에 일변화가 크
게 나타나며, 수온인 경우 뚜렷한 계 변화가 나타난다. 수온과 해수면에 한 주기  특성을 살

펴본 결과 일주기와 반일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온은 정확도가 매우 높은 반면 염분은 보
정이 요구되어, 이를 한 별도의 측이 필요하다. 한 장비 교체에 따른 센서들의 교정도 수

행되어야 한다. 향후 지속 인 자료획득을 통하여, 쿠로시오 해류의 장기 인 변화 뿐 만 아니

라 동 국해에 미치는 양자강 염분수의 향 한 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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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사업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주용준, 맹준호, 조광우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연안개발과 련하여 선진국의 경우 수질오염, 해안방재  시민의 연안에의 근권 보장 측면
이 요한 심사가 되었고 개도국의 경우 해안침식과 무분별한 연안개발로 인한 서식처의 괴 

등이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연안역에 한 개발이 기존의 단일목 , 단
일기능 주로 추진되어 한정되어 있는 연안역의 개발에 한 이해 계자의 상호 갈등과 규모

의 공간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연안역에 한 환경부하가 과 되면서 어 을 한 수산업 진흥이

나 어항․항만의 기능과 져에 한 시민들의 요구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다기능 종합 

어항에 한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재의 연안이나 해양 련법에 의한 친수공간의 조

성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 이 있다. 첫째,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친수공간의 조성이다. 둘
째, 불합리한 친수공간의 조성이다. 셋째, 상업시설 주의 친수공간 조성이다. 넷째, 열악한 
근성과 폐쇄  친수공간 조성이다. 획일 인 친수공간과 시설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친수공간 조성을 한 원칙을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친수
공간 조성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의 설정이 요구된다. 첫째, 육지역을 상으로 한 친수공
간계획이다. 둘째, 자연과 공존하는 친수공간 조성이다. 셋째, 역사  문화를 고려한 친수공간 
조성이다. 넷째, 다기능․다목  친수공간 조성이다. 
한 자연친화 이며 시민친화 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

구된다. 첫째, 지역의 특성  토지이용을 고려한 친수공간(시설) 계획이다. 둘째, 공공용지로서
의 시설계획이다. 셋째, 시민들에 한 개방성  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넷째, 친수공간(시설)
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매립사업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할 경우 환경친화 이며 시민친화 인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기한 기본원칙  개선방안을 토 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이를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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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대해역 수온변화 특성과 예측

김태완, 조양기, 유광우1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1한국수력원자력(주)

표층수온변화는 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해안지역의 기상변화에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수
온의 정확한 측은 기상 보의 정확성 향상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이다. 한국 서해안에는 조
간 가 넓게 발달되어 있으며, 조간 는 침수시 해수와의 열교환을 통해 해수를 냉각 는 가열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서해연안의 수온은 조간 의 향으로 하루이하의 단기변화를 보인다. 한
국남서해안에서의 단기수온변화에 있어 조간 의 향을 규명하고자  백수조간  인근해역

의 약 40개 정 에서 표층수온을 측하 다. 한 조간  열수지 계산을 해 각 계 별로 약 

45일 동안 백수조간 의 두 측선 9개 정 에서 조간  내부의 6개 층의 지온을 측하 으며, 
동시에 조간  상부에서는 수온을 측하 다. 가장 연안쪽 조간  지온 측 정 으로부터 육지 

쪽으로 400 m 지  자동기상 측센터를 설치하여 기상자료들을 측 하 다. 측결과, 2003년 
철 조간 로부터 약 1 km 떨어진 정 에서 측된 표층수온은 고조시 외해로부터의 차가운해

수의 유입으로 수온이 하강하며, 조시 다시 수온이 약 4°C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 다. 특히, 
일사량이 없는 자정에 조가 되었을 때 이 의 정오 조시 보다 약 1°C 가량 수온이 상승하
으며, 이후 다시 정오에 조시에 약 0.5°C 이상의 수온이 하강하 다. 자정 조시 수온의 상승
은 이  정오 조시 기에 노출되어 격히 가열된 조간 가 이후 고조시 해수를 가열 시키면

서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간  인근 해역의 수온변동에 있어 조간 의 향을 이해하고자 조간

상부 수온 측을 한 간단한 모델을 구축하 다. 구축된 모델에서는 기 입력값으로 조간  

내부지온과 수온을 사용하며, 경계치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조간  내부지온을 측하며, 측

된 내부지온으로부터 해수와의 열교환량을 계산하여 조간   조하  지역의 수온을 측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에서는 외해로부터의 수평 인 열의 이동은 고려되지 않았다. 모델로부터 
측된 조하 지역 수온은 2003년 여름철의 같은 기간동안 측된 고조시 수온이 하강하며 조
시 수온이 상승하는 표층수온변화의 경향을 잘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조하  지역에서의 조

시 수온의 상승은 조간 에 향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서해안과 같이 조간 가 

넓게 발달된 지역에서의 단기간수온변화는 조간 와의 열교환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온변화는 결국 해안지역의 기상변화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반도 서해
안과 같은 해안지방 기상 보의 정확성 향상을 해서는 서해 수온변화의 정확한 측이 필요하

다. 한, 조간  인근해역의 정확한 수온 측을 해서는 조간  지역의 열수지에 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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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료를 이용한 조간대 내부 온도 예측

조은주, 조양기, 김태완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조간 는 다양한 서생물의 생존공간이다. 서 생물들의 생존환경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조

간  내부온도는 요한 환경요소이다. 조간 의 온도는 생물의 일차생산량에도 향을 미친다. 
그러나 조간 에 근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조간  내부온도를 측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는 조간  내부 온도의 측과 검증을 하여 2005년 1월 11일부터 2005년 11월 28일까지 함평
만조간 에서 각 계 별로 약 45일 동안 노출률이 다른 4개의 정 에서 HOBO water Temp Pro
를 사용하여 7개의 층에서 측된 내부온도를 사용하 으며, 동시에 조간  상부에서 측한 수

온을 사용하 다. 기상자료는 목포기상 에서 측한 자료를 사용하 다. 조간 는 조석에 따라 

노출시 기와 열 교환을 하며, 반면 침수시에는 해수와 열 교환을 한다. 따라서 조간  내부온

도는 노출시에는 기상조건(일사량, 기온, 습도 등)에 침수시에는 수온의 향을 받는다. 

일사량, 기압, 기온, 습도, 풍속, 운량을 사용하여 조간 와 기와의 열 교환양을 계산하 고 

수온을 사용하여 해수와의 열 교환양을 계산하 다. 조석에 따라 조간 표면이 노출시에는 기

와의 열 교환양을, 침수시에는 해수와의 열 교환양을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조간  내부 온도

를 측하 으며 이를 측된 각 층별 지온과 비교하 다. 측된 조간  내부 온도는 실제 측

한 온도와 비교하여 결정계수 ( R-square )가 0.9 이상의 높은 상 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기상자료와 수온자료만으로 조간 의 내부 지온 변화를 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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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ility of current structure due to the 
meso-scale eddies on the bottom slope southeast of 

Okinawa Island

한인성1, M. KONDA2, H. ICHIKAWA2, X.-H. ZHU2,
K. ICHIKAWA2, 정희동1, 성기탁1

1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팀
2Institute of Observational Research for Global Change, JAMSTEC

The volume transport across the ASUKA-line (Affiliated Surveys of the Kuroshio off Cape 
Ashizuri line) is estimated to be about 42 Sv, whereas that in the East China Sea is 23-25 Sv. 
The disagreement of volume transport might be explained by the northeastward current in the 
east of the Ryukyu/Nansei Islands. We carried out the moored current meter observations with 
the PIES (Inverted Echo Sounder with Pressure gauge) and the upward-looking ADCP and the 
hydrographic observations using CTD (Conductivity-Temperature-Depth meter) and the LADCP 
(Lower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on the shelf slope southeast of the Okinawa 
Island. Using the data obtained by these observations, we have examined the variability of 
vertical profile of current related to the meso-scale eddy in detai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rtical profile of current on the bottom slope southeast of 
Okinawa Island and the offshore meso-scale eddy transferred from the east is examined by 
combined use of the data obtained by a moored upward-looking ADCP, PIES, hydrographic 
surveys and satellite altimetry during a period from November 2000 to August 2001. Variability 
of current component parallel to isobath in the upper layer is found to be notably different 
from that in the lower layer. The velocity in the upper and the lower layer can be explained 
well by the first and the second modes of the 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decomposition. The PIES and the sea surface height anomaly data suggest that the first mode 
represents the barotropic current associated with the approach of the offshore meso-scale eddy 
from the east, whereas the second mode the bottom intensified baroclinic current which tends 
to delay to the first mode component. The hydrographic data derived from CTD and PIES data 
along the line across the isobath indicate that the second mode component is generat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eso-scale eddy and the bottom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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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울릉분지에서 3D-Var 기법을 이용한 재분석 자료와
관측 결과 비교 (1999-2001)

김영호1, 박종진1, 박선기2, 이상현1, 김영규3, 김형록3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이화여대 환경학과, 3국방과학연구소
E-mail : yhkim@ocean.snu.ac.kr

수직격자체계의 순환모델을 이용하여 동해순환모델을 구성하고 3차원 변분동화 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동화 
체계를 구축하 다. 한 구축된 동해 순환모델을 한 자료동화 체계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동
해에서 측된 수온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을 실시하 다. 3차원 변분동화 기법은 Weaver and Courtier(2001)
이 제안한 상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3차원 배경오차 공분산을 한 비상 거리는 수평 으로 77km 이며 수
직 으로 77m 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울릉분지에서의 3차원 변분동화 기법을 이용해 얻어진 재분석 결과와 측 결과를 비교

함으로써 자료동화 체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측 자료로는 Mitchell et al. (2005) 의 울릉분지 내의 PIES 에 
의한 100m 수심의 수온과 CTD 측 결과를 이용하 다. 

Mitchell et al. (2005)에 의해 제시된 1999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PIES (Pressure-sensor-equipped Inverted 
Echo Sounder)를 이용한 측에 의해 계산된 100m 수심의 수온과 자료동화 결과를 비교하 다. 특히 재분석 
결과는 2000년 4월부터 7월까지 울릉에디의 발달과 소멸 거리고 냉수성 에디의 발달을 재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Mitchell et al. (2005) 에 보고한 울릉 에디  Doc Cold 에디의 변동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얻어진 재분석 결과는 울릉 분지 내에서 일어나는 규모 운동에 의한 변동성을 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동일 기간 동안의 100m 수심의 2차원 수온 구조로부터 얻어진 경험직교함수의 제 1 모드는 
울릉분지의 북쪽에 나타나는 난수성 소용돌이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체로 재분석 결과에서 

변동이 측결과보다 작게 나타나며 변동이 큰 역도 측결과보다 서쪽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나 
제 1 모드의 PC (Principal Component) 는 두 자료에서 상 도가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재분석 결과는 매해 여름철 북한한류의 남하를 재 하고 있다. 기존의 수온  염분 측으로부

터 제안되었던 북한한류의 여름철 남하는 기존의 순환모델에서는 재 할 수 없었던 동해의 특징 인 해양 

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순환모델  자료동화 체계는 여름철 북한한류의 남하를 재 하고 있으

며 특히 2002년 8월의 경우 약 10cm/sec 의 유속을 갖는 북한한류가 한국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며 울릉분지 
남단을 돌아 일본 연안을 따라는 해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한류의 남하는 한국 동해안에 
나타나는 온 염의 수괴를 동반하며 본 연구 결과 얻어진 재분석 결과는 이러한 냉수의 발달을 재 하고 

있다. 수심 100m에서의 재분석 결과와 측 결과를 비교하 을 때 두 결과 모두 한국 동해안에서의 약 2~5°C
에 해당하는 냉수의 발달을 보여 다. 
체로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재분석 결과는 동해의 규모 상  북한한류를 재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측 결과보다 변동성이 약하게 재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향후 성 고도계 자료를 본 자료동화 체계에 포함시키며 한 Multivariate Covariance Matrix를 고려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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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서해의 해황과 기상인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우진*, 김상우*, 장이현*, 정희동*, 최용규*, 성기탁*, 김동선**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팀,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한국의 서해는 서태평양의 북서부에 치하는 연해로 국과 한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서해의 크기는 남북간 약 1,000 km, 동서간 700 km로서 발해만을 제외한 면 은 40.4 km2, 
용 은 17,620 km3 이고, 수심은 80 m 이하로 얕고 평균수심 44 m, 최고수심은 홍도 서부해역
에서 103 m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심이 얕고 반폐쇄  해역인 서해는 동해와 남해에 비

해 상 으로 열 수용량이 어 기상인자의 변화에 따른 해황의 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서해에서 해황과 기상인자와의 상호 련성에 해서 조사하기 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측한 6개 정선(307, 308, 309, 310, 311  312선), 51개 정 의 40개년(1961～2002) 격월(2, 4, 
6, 8, 10, 12월)별 수온, 염분자료와 서해연안지역 26개 측후소의 기온, 강수량, 바람, 상 습도 

자료를 이용하 다.
수온의 수평분포는 수심이 얕은 연악역이 외해역보다 수온으로 12월과 2월사이에 외해역에
서 3°C, 연안역에서는 6°C 정도의 큰 수온 하강을 보 다. 염분의 분포는 연안역과 남쪽해역보
다 북쪽해역이 농도를 보 다. 한, 하계에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었던 등염선이 동계에는 북서
에서 남동 방향으로 형성한다. 한국 서해연안의 기온과 연안의 표층수온 사이에는 기온이 상승
하면 수온이 상승하고 기온이 하강하면 수온도 하강하는 정의 상 계를 보인다. 서해 외해의 
표층수온은 잠열속과 열속에 의한 해양에서의 방출열량과 역의 상 계를 보인다. 즉, 잠열속
과 열속에 의한 방출열량이 많으면 외해의 수온은 하강하고, 방출열량이 으면 상승한다. 동
계 서해 연안지역 기온과 연안역 표층염분과의 계는 기온이 상승하면 연안역의 염분이 증가하

고, 수온이 하강하면 염분이 낮아지는 정의 상 계를 보인다. 한 서해의 하계(6～9월) 강수
량은 10월과 12월보다 다음해 동계 2월의 염분분포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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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동해 울릉분지 해역의 유속분포

신 창 웅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동해 울릉분지의 탄소순환을 연구하기 하여 2005년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연구선 이어도를 이용
하여 해양조사를 실시하 다. 이 조사 기간 동안 연구선에 부착된 ADCP(150 kHz, RDI)를 이용하여 유속
과 CTD(SEB911plus)를 이용하여 수온과 염분을 측하 다. 유속측정 수심은 12 m부터 8 m 간격이며, 
해 수심이 350 m이내이면 bottom track으로 측하고 그것보다 깊으면 navigation mode로 자동으로 변환
하여 측하 다. 
유속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분 간격 평균 자료로써 PG good이 100인 것만을 선택하 고, 자료의 질을 
높이기 하여 다음과 같이 평균하 다. 먼  연구선이 방향을 바꾸는 도 에는 오차가 많이 포함되므로 

선박의 heading 변화가 30도 이상인 경우의 자료와 유속이 150 cm/s이상인 경우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한 수심 12 m의 유향이 직 에 측한 자료에 비하여 90도 이상으로 격하게 변화한 경우도 자료에서 
제외하 다. 평균은 시간 으로 같은 수심의 자료를 20분 이동평균 하 으며 이 과정에서 자료의 개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제외하 다. 공간 으로는 이동평균 자료를 다시 도 0.1°, 경도 0.1° 간격 격자안의 
자료를 평균 하 으며 이 과정에서도 자료의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제외하 다. 측유속과 비교하기 

하여 1000 db를 기 으로 역학  고도를 계산하 다.
울릉분지의 표층유속분포는 울릉도 남쪽 분지 심에 난수성소용돌이 형태의 시계방향의 순환이 있어 

분지의 남동쪽은 남서 방향, 분지의 북서쪽에서는 북동방향으로 1 m/s 해류가 측되었다. 역학  고도와 

측유속은 비교  잘 일치하 으며 동한난류는 포항연안에서 이안하여 북동쪽으로 향하 으며 연안에

서는 약한 남향류가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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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Ecosystem Response to Nutrient Input 
Reduction in Jinhae Bay, South Korea

오현택, 이원찬, 구준호, 박성은, 정래홍, 박종수

국립수산과학원 환경관리팀

We study on the dynamic interaction with a simulated physical-biological coupled model 
response to nutrient reduction scenario in Jinhae Bay. According to the low relative errors, high 
regression coefficients of COD and DIN, and realistic distribution in comparison to the 
observation, our coupled model could be applicable for assessing the marine ecosystem 
response to nutrient input reduction in Jinhae Bay. According to new 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sewage treatment plant from our government, we reduce 50% nutrient inputs near 
Masan Bay and sewage treatment plant. COD achieves Level Ⅱ in Korea standard of the water 
quality from the middle of the Masan Bay to all around Jinhae Bay except the inner Masan 
Bay remaining at Level Ⅲ. When we reduce 50% nutrient inputs near Masan Bay and 
Dukdong sewage treatment plant simultaneously, COD decreases to about 0.1-1.2 mg/L 
(128°30’~128°40’ E, 38°05’~38°15’ N). The COD from the middle of the Masan Bay to Jinhae 
Bay achieves Level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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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남부 해역에서의 해수 분광 특성 연구

민지은1.2, 유주형1, 문정언1, 안유환1, 이규성2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기후․환경연구본부1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2

해색 원격 탐사는 해양으로부터 올라오는 빛에 지를 감지하여 그 정보로부터 해양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해수의 색, 즉 해양으로부터 올라오는 빛에 지에 한 연구는 해색 원격 탐

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수의 색은 해양으로 입사된 에 지가 해수의 성분 요소들에 의

해 흡수되고 남은 에 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해양 속 구성요소들에 한 흡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은 해수 특성을 해석하는 데에 기본이 되며 해색 원격 탐사의 기본이 된다. 이
러한 이유로 해양 성분요소들의 흡  특성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세계 여러 해역을 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한 구체 인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서남해 해역에서 
측정된 107개 자료를 이용하여 해수  성분 요소, 즉 클로로필 (Phytoplankton)과 부유물질 
(Suspended Sediment), 용존유기물 (Dissolved Organic Matter)에 한 흡  특성을 알아보았다. 
식물성 랑크톤의 경우 장 440 nm 부근에서 클로로필 흡  최고 피크가 찰되었고 장 

670 nm 부근에서 클로로필 형  피크가 잘 나타나는 스펙트럼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 이 

해역의 경우에는 값이 매우 낮은 2001년 12월, 2003년 2월 자료를 제외하고는 470 nm 부근에 
작은 흡  피크가 찰되었다. 350 ~400 nm 사이에 단 장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패턴이 일반

이었으나 일부의 측에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 다 (2004년 5월, 2005년 6월 측 자
료). 2003년 10월과 2005년 8월에는 440 nm와 670 nm에서의 피크 외에도 550 nm에서의 약한 
피크가 찰되었는데, 이는 다른 종의 클로로필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부유입자의 경우 스펙
트럼이 특별한 흡 역 없이 장이 증가함에 따라 흡 계수  비흡 계수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장에서의 흡 이 가장 높았고 장 장으로 갈수록 지수함수 으로 일정한 기

울기를 보이면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해양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부유하고 있던 

물질이 부분인 것으로 단된다. 2003년 10월과 2005년 8월 자료의 경우 440 nm와 660 nm 
근처에서 약간의 흡  피크를 보 으며 2002년 5월의 경우에도 660 nm 부근에서 약한 흡  피

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부유물질 속에 랑크톤 기원의 입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용해유기물의 경우도 부유입자와 비슷하게 흡 역 없이 계속 장이 증가함에 

따라 흡 계수  비흡 계수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ricaud et 
al. (1981)은 용존유기물의 흡  스펙트럼이 지수함수 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표하 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350 ~ 500 nm 사이에서의 DOM의 흡  스펙트럼에 해 Bricaud의 수식을 
용하여 기울기를 분석해 본 결과 -0.01 nm-1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유럽 연안에서 
측정된 값인 -0.0176 nm-1 (Babin et al., 2003)보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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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ing mechanisms of thermohaline intrusion in 
Korean south sea front during cooling season, 2003

Young-Tae Son1, Sang-Ho Lee1, Jea Chul Lee2

1Dept. of Oceanography, Kunsan National University
2Dept. of Oceanograph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closely spaced CTD castings and the current sections by ADCP tracking across the front were 
conducted seven times repeatedly in the South Sea of Korea (SSK) in November, 2003 to investigate 
the fine structures and deriving processes of thermohaline inversions (intrusions). The deriving 
mechanism for the inversions in the baroclinic open ocean has been explained in terms of double 
diffusion (Ruddick, 1992; May and Kelley, 1997, 2001) and differential mixing of density and 
momentum (McIntire, 1970).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etical criterions, we try to examine 
the driving processes of inversion structures in this shelf sea frontal zone.

Many invers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identified in CTD profiles along repeated section, 
which implies interleaving intrusions happened mainly within the strong seasonal pycnocline. We 
carried out carefully "spice" analysis by manually selecting extrema of the along-isopycnal variable 
in temperature and salinity diagram to identify the intrusions. We estimated the cross-front intrusion 
slope and the along intrusion density ratio so as to investigate statistic properties of intrusion 
structures, which are the key parameters relating to the dynamics of thermohailne intrusion by double 
diffusion. Statistical estimation for these parameters revealed that the observed intrusions slope 
between horizontal and isopycnal surfaces, (i.e., in the "wedge" of baroclinic instability), suggesting 
that the intrusions derive energy from the background baroclinic density field, and that the along 
intrusion density ratio is larger than one.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intrusive motions are driven 
by baroclinicity as well as double diffusion and the baroclinicity should tend to enhance the salt finger 
form of double diffusive interleaving.

On the other hands, the time variation of CTD profiles obtained 3 hr interval at a station showed 
that thermohaline interleaving intrusions undergoes the evolution of growing and decaying with the 
Eulerian life time of individual intrusion no longer than a day. The Eulerian life time shorter than 
a day in the intrusive motions reflects strongly that McIntire (oscillatory) instability having local 
inertial period (21.4 hr) could be happened in our pycnocline layer. Inertial oscillation examined by 
Jacobs et al. (2001) in SSK supports the occurrence of oscillatory instability because trapping of 
near-inertial current on frontal zone (Kunze, 1985) can be a source of the oscillatory instability.

We conclude that thermohaline intrusions observed within deepened pycnocline during cooling 
season in SSK would be mainly driven by baroclinicity as well as salt fingering. However, the 
Euerian life time of intruded water suggests strongly that we need to evaluate further the possibility 
of McIntyre instability for driving processes of intrusive motions in the slanted pycnocline layer in 
the SSK frontal area.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02

PP-35

새만금 방조제 체절 전ㆍ후의 표층 M2 조류 비교

김창수, 이상호, 손영태, 권효근, 이광희, 김영배1, 정우진1, 유학렬1

군산대학교 새만금환경연구센터, 해양학과, 1국립해양조사원

황해 남동부에 치한 새만  연안역은 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넓은 갯벌
을 간척하기 한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다. 1992년에 총 33km의 새만  방조제 공사가 착

공되어 재 진행 이며, 2000년도 이후 새만  방조제의 개방구간이 히 좁 졌다. 고군산군
도와 비응도를 연결하는 새만  4호 방조제는 총길이가 11.4km이며 2003년 6월에 끝막이 공사가 
완료되어 해수의 유․출입이 단 되었다. 한 새만  연안역은 방조제 축조에 따라 해안선, 해 지

형, 해수의 순환, 조류  해수물성분포 패턴이 인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군산 학교 새만

연구센터는 새만  연안역에 HF-radar 설치하여 해역 동시 해수표면 유동 측을 하 다. 본 연구
는 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새만  4호 방조제 체  후의 조류분포 특성을 비교하여 인  환경

변화에 따른 조류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 를 이용하여 간 으로 해수유동을 측한 HF-radar 자료는 실제 수 에서 유속계에 의

해 측된 유동과 비교․검증되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002년과 2004년에 COMBS (COstal 
Ocean Monitering Buoy System)와 RCM에 의해 측된 1시간 간격의 해수유동 vector를 동서, 남
북 방향의 유속성분으로 나 어 HF-radar 자료와 비교 하 을 때 2002년도에는 상 계수가 0.86 
이상, RMS 편차가 13cm/s 이하 으며, 2004년도에는 상 계수가 0.95, RMS편차는 6cm/s 이하
다. 비교  높은 상 계를 보 으며 RMS편차는 측해역에서 최 유속의 10～15%미만으로 나
타나 HF-radar 자료와 비교하는데 당하 다.
방조제 체  과 후에는  측구역에서 조류가 반시계방향의 회 을 보여(Son et al., 2003) 
방조제 체 로 인한 조류회 성의 변화는 없었지만 고군산군도 북측에서 말도와 강하구 입구를 

연결하는 선의 동쪽에서는 조류타원 장축방향과 크기가 히 변화되었다. 특히, 방조제 인근지역
과 고군산군도 북측 연안 인근지역에서는 방조제 체  에는 장축이 동서방향인데 비하여 방조제 

체  후에는 남북방향으로 바 었고, 장축의 크기는 히 어들었다. 이러한 M2 분조 조류타원 
특성의 분포변화는 방조제가 완  체 되기 에는 고군산군도 인근 북측해역에서 새만  방조제 

내측으로 흐르는 동서방향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방조제가 체  되고 난 후에는 조류가 방조

제와 나란한 방향으로 바 었음을 의미한다. 방조제 체  후에 남북방향의 조류타원이 형성된 것은 

고군산군도 섬들 사이로 해수가 유통되기 때문임을 시사하며, 타원의 장축방향 변화는 방조제 체  

에 비해 고군산군도를 구성하는 섬들 사이에서 조류가 크게 증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방조제 체 의 향은 조류타원분포, 장축방향, 그리고 최 창조류가 발생하는 상의 결과에서

도 나타났으며 측해역으로부터 외해역으로 갈수록 그 향은 감소하 다. 이러한 조류특성 비교
결과는 자기 를 이용하여 간 으로 측한 HF-유동이 연구해역과 같이 조류가 우세하고 지형
변화에 따라 시공간 인 변화가 큰 연안역에서 신뢰성을 가지며 앞으로 해양조사에 크게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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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장조성해역(강원도 임원)에서 2006년
동계 유속에 관한 연구

황재동, 서영상, 윤석현, 이용화, 심정민, 김영숙, 황운기, 홍정표, 
김영대, 한형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최근 해양오염, 고수온 등으로 인해 연안어장에 바다의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상이 속히 
확산되어 어장 황폐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연안에서도 갯녹음 상이 발생하며, 
갯녹음 해역에 한 유속  유향의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원항 남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는 비화진 연안 수심 7m 지 (37° 12.699'N, 129° 

21.011'E)에서 수층별 유향과 유속을 3차원 도 러 유속계(안데라 RDCP600)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유속계 계류기간은 2006년 2월 22일 14:00부터 3월 27일 13:40 까지 약 30일 이상이었으
며, 측주기는 20분 간격으로 측정하 다. 수심 2m 간격으로 셀(cell)을 나 었으며, cell의 면
에서 오차를 이기 해 각 cell은 다시 50%씩 첩시켰다. 따라서 총 4개의 cell에 해 유향과 
유속을 구하 다. 한 유속계에 부착한 온도계로부터 계류수심에 한 수온을 측정하 다.

30일 이상의 장기 측결과를 보면 약 12시간 주기의 상이 강하게 나타나 반일주조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시간에 수층별 유속의 세기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 시
기에는 표․ 층간에 유속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속의 각 성분별 최 값은 북방성분

이 약 12cm/s, 남방성분이 20cm/s, 동방성분이 9cm/s  서방성분이 2cm/s로 나타났다.
장기 측한 자료로부터 수층별 유속벡타(progressive vector)를 구할 수 있으며, 주로 해
류와 조류에 의해 물의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 비화진에서 30일 이상 측한 수층별 자료
에 의한 Progressive vector를 보면 0～2m층, 1～3m층  2～4m층에서는 남남동 방향으로, 3～
5m층에서는 남동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수층에서 연안에서 외양
역 방향으로 물의 이동을 보 다. 총 이동 거리는 0～2m층에서는 80km, 1～3m층에서는 약 
70km, 2～4m층에서는 60km  3～5m층에서는 50km로 나타났다. 표․ 층간에 있어 총 이동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해 마찰에 의해 층에서의 유속이 표층보다 작게 나타나기 때문

이라 생각된다.
유속계에 부착된 온도계로부터 수심 5m 지 의 수온을 30일 이상 장기 측하 다. 수온은 
측기간 동안 체로 7～10°C의 범 를 보 다. 한 3월 27일 비화진에서 YSI6000을 이용하여 
측한 표․ 층의 수온도 7～10°C의 범 를 보여, 이 시기에는 표․ 층간의 연직혼합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간 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월 26～27일, 3월 8일  3월 10～12일에는 
수온이 6～7°C정도로 갑자기 낮아지는 상이 나타났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04

PP-37

실시간 어장정보 부이시스템에서 관측한 수온 및
유속에 관한 연구

황재동, 서영상, 이 주, 이용화, 윤석현, 심정민, 김영숙, 황운기, 한형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동해 북부 연안역의 해황 변화에 따른 연안 양식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도록 

연안 어장에서 측한 해양자료를 실시간으로 일반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어장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발  운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 다.
실시간 어장정보 제공시스템은 크게 어장정보 생산 부이시스템, 해양자료 수집서버, 해양 자료 
장데이터베이스 서버,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을 한 웹 서버로 구성하 다. 한 인터넷을 

통해 최종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용자에 해 휴 화서비스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할 수 있게 하 다.
강릉에 설치된 실시간 어장정보제공시스템에서 1년간 (2004년 6월～2005년 5월)까지 측한 
층별 수온자료의 분석결과 표층은 3월에 최 (7.3°C), 8월에 최고(23.0°C)수온을 보 으며, 동계
와 하계의 수온차이는 약 15°C로, 뚜렷한 계 변화을 보 다. 하계에 최고 수온이 나타나는 것은 
태양일사량의 증가와 따뜻한 해류인 동한난류 세력의 확장 때문이다. 층은 3월에 최 (6.5°C), 
9월에 최고(14.9°C)수온을 보 으며, 동계와 하계의 수온차이는 약 8°C로 계 변화를 보 지만 

표층보다는 약하게 나타났다. 
하계에는 동계에 비해 태양일사량이 상 으로 많아져, 표층 수온의 상승을 유발시킨다. 따라
서 하계에는 동계와 달리 표․ 층간에 수온약층이 형성되며, 이 게 형성된 수온약층은 연직혼

합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기 으로 계 변화뿐만 아니라 단기 으로 하루에도 낮에는 수

온이 상승하고 밤에는 수온의 하강을 보 다. 
유속의 특성을 보면 체로 해역에서 유속의 크기는 해류, 조류  바람에 의해 결정된다. 강
릉에 설치된 실시간 어장정보제공시스템에서 1년간 (2003년 1월～12월)까지 측한 층별 해류
의 분석결과 해 면 마찰에 의해 체로 표층은 층보다 유속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층에
서의 유속이 표층보다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류시(고조나, 조시로 물 흐름

이 바뀔때)에 발생하며, 해 마찰에 의한 시간지연에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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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수리적 특성과 수온변화

윤상철, 윤이용

관동대학교 환경공학과

지 해  성격을 지닌 동해는 한해 을 통과한 마난류의 3개의 분지류  동한난류와 함경

도 연안을 따라 남하한 북한한류의 향으로 동계와 하계에 따라 수괴의 종류와 분포가 각각 다

르게 나타난다. 북한한류는 주문진 이북해역에서는 표층부터 층까지 연  지속 으로 존재하

며, 묵호 이남 해역에서는 동해난류수계와 하여 선을 이루고 난류수계의 으로 침강하여 

동해 고유수의 상부에 치한다. 침강한 북한한류수계는 염분이 낮고 용존산소량은 매우 높아 
동해고유수와 구별되며 북한한류수계는 동계보다 하계에 우세하고 남하한계는 축산-장기갑 해역
이라 하 다. 동한난류는 동해안을 따라 연안 가까이 북상하다가 36°∼38°N에서 방향을 바꿔 육
상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동해에 나타나는 수괴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 동계에 상층수계로 연변북서태평양 앙수와 상층

수가 있고, 하층수계로는 남부하층수, 북부하층수가 수심에 따라 분포하며, 하계에 발생하는 표
면수계에는 와 북서부표면수가 있으며, 극 선의 남부해역 천해층에 국한하여 분포하는 상층수

계에는 마난류 핵수가 남부해역에서 층이 두텁고 층까지 이르며, 북부해역에서는 층이 얇
고 천해층에 분포한다.  동해 앙수가 수심 150∼200m층에 분포하며 상층수 아래에 분포하는 
하층수계로는 간수와 수온 0.3∼1°C, 염분 34.05∼34.10psu의 심층수 그리고 수온 0.1∼0.2°C, 
염분 34.10∼34.15psu의 수괴로서 수심 500∼1000m보다 깊은층에 존재하는 층수가 나타난다.

지 까지 동해에 한 물리 인 연구로 수괴에 따른 수리  특성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 연구
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동해해양환경조사의 측 자료  수온과 염분을 이용하여 수심에 따

라 다르게 존재하는 수괴의 수리  특성과 장기 변동을 악하고 아울러 동해 ,남부 연근해역
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괴의 물리-화학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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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해수분광기를 이용한 위성자료의 대기보정 연구

유주형1, 문정언1, 민지은1, 안유환1, 심재설2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연구단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방재연구사업단2

2003년 6월 공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다양한 기상, 해양, 환경 측 장비들이 설치되
어 있다. 그 에서 해수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해수분 기는 수출 량 (water leaving 
radiance, ), 기 량 (sky radiance, ), 해수에 입사되는 하향 도 (downwelling 

irradiance,   ) 등을 매시간 지속 으로 측정하고 있다. 해색 성은 기권 밖에서 해수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의 향이 효과 으로 제거되어야 정 한 해수 분석이 가능하

다. 재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해색 성들 (SeaWiFS, OSMI, MODIS, MERIS 등)은 근 외선 

장 를 이용하는 양과 같은 Case-I 해역에 합한 기보정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보정 방법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과 같이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는 많은 오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보정 방법을 용한 해색 성의 

원격반사도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해수분 측정 자료를 비교해 으로서 기존의 기보

정 방법을 검정하고자 한다. 한 안유환 등(2005)에 의해 제안된 상과 장 의 특성을 이용
하는 스펙트럼 모양 일치법 (Spectral Shape Matching Method)을 해색 성들에 용하여 기존의 

기보정 결과  실측자료와 비교하여 보았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15개의 
SeaWiFS 성- 장 측 매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상은 기존의 기보정 방법
을 용한 성자료와 실측자료가 많은 차이를 보 으나 나머지 상들은 비교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특히 황사의 향을 받은 성자료는 장  측정 자료와 큰 차이를 보 으므로 우리나

라가 황사의 향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의 기보정 방법을 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기존의 기보정 방법과 SSMM 방법을 용하여 실측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SSMM 방법의 결
과가 기존의 방법에 비해 훨씬 우수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SSMM 방법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성획득시기의 다양한 해수 특성 자료가 필요함으로 이어도와 같은  측정 시스템

이 우리나라 동해와 연안 등에 설치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2008년에 발사될 통신해양기
상 성의 해색탑재체 자료의 기보정 알고리즘과 해양환경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해색 련 성들의 검보정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07

PP-40

위성 고도계 자료를 이용한 드레이크 해협 
표층 지형류 산출

홍창수1, 이재학1, 박용향2, 방익찬3

1한국해양연구원, 2프랑스 자연사박물관, 3국립수산과학원

드 이크 해 (Drake Passage)은 태평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세계에서 수송량이 가장 많은 남극순환
류가 통과하는 가장 좁은 길목으로 이 해류 특성과 수송량 변화를 연구하는데 효율 인 해역이지만, 이를 
한 직 이고 장기 인 측은 쉽지 않다. 그러나 비교  짧은 시간 안에  지구를 측하는 인공

성의 고도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류에 하는 흐름에서 자유수면 경계조건으로부터 유도된 수직 유속과 시간에 따른 

해수면 변 는 부분 균형을 이루며, 이 두 차이는 후자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서, 평균해수면의 함수
로 표 된 수평 평균유속 역모델을 구성하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성 고도계 자료로부터 표층 지형

류를 산출하 다.
고도계 자료는 랑스 CLS/CNES(Collecte, Localisation, Satellites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에
서 제공하는 TOPEX/Poseidon과 ERS (European Remote Sensing Satellite) 성자료를 합성한 해수면 편차

(sea level anomaly)를 이용하 다. Fig. 1은 산출한 결과의 로 1995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를 평균
한 표층 유속을 벡터로 나타낸 그림이다. 해  서쪽에서 유입한 해류는 65°W 부근에서 나뉘며 그 주축은 
해  북부사면 3000-4000m 등수심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결과(약 40-50cm/s)를 보여주어 극 선

(Antarctic Polar Front)을 잘 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성 자료가 갖고 있는 수평 분해
능 문제와 해안선 부근과 조석 향이 강한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하여 용할 수 있는 해역이 

제한 있지만, 이 연구해역에서 체에 용한 adjustable parameter의 최 값 0.13을 이제까지 연구되어 온 
결과들을 참고하여 조정한다면 더욱 실제에 가까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Fig. 1. Time-mean surface 
velocity field estimated from 
the merged TOPEX/Poseidon 
with ERS data through Drake 
Passage for 5.7 years (Apr. 
1995 ～ De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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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광 특성을 이용한 염분 추정 기법에 관한 연구

문정언1,2, 유주형1, 안유환1, 양찬수1, 최중기2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연구단
2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매년 여름철을 후하여 황해 남부와 동 국해 북부 해역에서 염분수가 출 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 남해 연안과 제주도 연안의 양식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염분수에 
한 모니터링은 지 까지 장 측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지속 인 모니

터링을 하기 해서는 성 상자료로부터 염분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까지 
성자료로부터의 염분 추정 기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자료로부터 

염분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해서 황해남부해역과 동 국해에서 장 측을 통해 

산출된 해수  특성과 염분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사용된 해수  특성 항목은 용존유기
물(dissolved organic matter, DOM)의 흡 계수( )이고, 장()은 400nm, 412nm, 443nm

이다. 분석결과,  과 염분과의 상 도()는 0.84,  과 염분과의 상 도()는 

0.80,  과 염분과의 상 도()는 0.78로 상당히 높은 상 계를 나타냈다. 체로 

 의 값이 높으면 염분은 낮고  의 값이 낮으면 염분은 높게 나타내는 상 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와 염분과의 상 계식을 이용하면 성 상자료로부터 염분을 추정하여 

지속 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에 의한  의 산출을 하여 1998년 8

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장 측을 통해 얻은  와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 인 알고리즘을 도출하 다. 그 외 기존의 연구결과(SeaDAS v4.9 SW에 포함된 
산출기술)를 이용하여서도 분석하 다. 의 얻어진 방법들을 이용하여 SeaWiFS 성자료에 

용하여  을 각각 산출하고,  과 염분과의 상 계식을 이용 염분 값을 추정하 고, 

황해와 동 국해에 용 염분 분포도를 상화하여 장 측자료와 각각 비교해 보았다. 성

자료로부터 추정된 염분 분포의 경향성은 체로 장 측자료와 분포 양상이 잘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을 활용한  의 추정 알고리즘이 미비하거나, 기보정의 

오류로 인한 밴드별 해수신호의 추정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차후 이에 한 개선 연

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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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의 대형 일차생산자에 의한 영양염 저장과 유출에서 
철새의 역할; 물질 유입과 유출의 decoupling 

안순모1, 이근섭2, 강창근2, 정익교1, 이동섭1

1부산대학교 해양학과, 2부산대학교 생물학과

2004년부터 낙동강 하구 갯벌과 조하 의 주요 생산자(갈 , 세모고랭이, 잘피, 서미세조류), 
소비자( 서동물, 어류, 철새)와 미생물에 의한 분해활동(SOD; sediment oxygen demand, 탈질소
화)을 조사하 다. 이들 생태 요소들의 계 에 따른 생체량 변화를 낙동강을 통한 물질 유입량과 

비교한 결과, 하구에 물질 유입이 집 되는 우기(6~9월)에 갈 나 세모고랭이 등의 형일차 생

산자의 생체량이 증가하 으며, 이 기간 동안 형일차생산자의 생산성은 유입되는 양염의 상
당부분을 제거할만한 양이었다. 즉 우기에는 형일차생산자가 낙동강을 통해 유입되는 물질 
의 상당부분을 장하는 역할을 하 다. 그러나 이 게 장된 형일차 생산자의 생체는 서

생물과 같은 낙동강 하구의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고, 여름이 지난 후 외해로 유출
되었다. 형일차생산자  세모고랭이의 경우, 10월말에서 11월 에 걸쳐서 낙동강 하구에서 갑

자기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철새(고니)가 세모고랭이의 뿌리를 먹으면서 잎을 모두 잘라버리고, 
잘라진 잎들이 일시에 외해로 유출되거나, 퇴 층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낙동강 하

구의 물질 유입(6~9월) 과 유출(10~11월)이 시기 으로 decoupling 되어 있으며, 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형일차생산자와 철새 다. 이러한 decoupling의 생태  요성은 향후 면 하게 

살펴 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구나 연안습지 복원에서 형일차 생산자  갯벌의  다른 역할
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로서 조 등의 부 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물질을 여름

철에 방출하지 않고 장함으로서 연안의 부 양화 효과( 조 등)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세모고랭이의 경우 시기 으로 물질 유입을 늦출 뿐만 아니라, 가을에 단시간에 
(1~2주 사이에) 외해로 유출된다는 , 그리고 물질 유출 형태가 식물체의 편이라는 에서, 
하구를 통한 연안생태계의 물질 공  패턴을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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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동물플랑크톤 군집구조와 해양환경
Zooplankton community and oceanographic condition in the 

Yellow Sea

강영실, 허 승, 김형철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해양환경팀

한국과 국 연안 그리고 공해역을 포함한 황해  해역에서 가을과 겨울에 출 하는 동물 랑크

톤 군의 분포와 조성을 분석하고 해양환경과의 계를 논의하 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
산연구소가 황해에서 매년 1회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  수온, 염분, 클롤로필-a 그
리고 동물 랑크톤 자료를 분석하 다. 10월과 11월에 조사된 자료는 가을로 그리고 1월에 조사된 
자료는 겨울로 하여 그 평균값으로 계 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동물 랑크톤군(Phylum 는 Class)은 가을에는 총 14개 군이 그리고 겨울에는 9개 군이 출 하

으며, 갑각류는 가을에는 8개 그룹이 그리고 겨울에는 7개 그룹이 출 하 다. 가을, 겨울 모두 요각
류(Copepoda)와 단각류(Amphipoda), 유우 우지아류(Euphausiacea) 그리고 모악류(Chaetognatha)가 
우 하 다. 이외에도 피낭류(Thaliacea), 미충류(Appendicularia), 수모류(Siphonophora)등이 가을에 
다량으로 출 하 다. 동물 랑크톤 존량(습 량)은 가을에 평균 301.3 mg/m3, 겨울에 평균 226.0 
mg/m3로 가을에 높았다. 
동물 랑크톤의 계 별 분포를 보면, 존량(습 량)은 가을에는 한국과 국 연안역에서 300 

mg/m3
이상으로 높았으며, 특히 국 연안 남부해역에서 1,000 mg/m3

이상의 높은 존량을 보 다. 
겨울에는 가을과 달리 앙해역에서 존량이 양국의 연안역보다 높았다. 
동물 랑크톤  최우  그룹인 요각류는 가을에는 한국 연안과 국 남부연안에서 매우 높은 출

 도를 보인 반면, 겨울에는 한국 일부 연안역과 남부해역에서 높은 출  도를 보 다. 해 리

류인 강장동물(Cnidaria)은 양 계  모두 국 연안역에서 높은 도로 출 하 다. 십각류(Decapoda) 
유생의 출  도는 양국의 연안역에서 높았으며, 특히 국 연안에서 더 높았다. 난자치어는 가을에
는 한국연안에서 출 도가 높았으며, 겨울에는 일개 정  외  조사해역에서 출 하지 않았다. 
해양환경의 계 별 특성을 보면, 겨울 수온은 거의  조사해역이 10°C 이하이며 연안역 보다는 
앙해역의 수온이 높았다. 가을에는 7～22°C 범 로 역시 앙해역에서 높았다. 염분의 경우, 겨울
이 가을보다 고염분이며 연안역에서 염분수가 나타났다. 특히, 국 연안 남부해역에서 염분이 매

우 낮았다. 클로로필-a는 가을에 겨울보다 농도가 높았으며, 국 연안역에서 다른 해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 연안 남부해역에서 매우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황해 동물 랑크톤은 겨울보다는 가을에 출 종이 다양하며, 생산성도 높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한, 염분이 낮은 국 연안 남부해역에서 클로로필-a  동물 랑크톤 존

량도 높아 이곳이 특히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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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조식성 무척추동물 군집과 해조류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유재원, 이현정, 김효진, 이창근, 김창수, 홍재상1, 홍정표2, 김동삼2

주)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1인하대학교 해양학과

2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실험을 통해 조식동물 개체당 1일 최  평균 조식률(PCGR, per capita grazing rate)을 추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각 종의 PCGR을 측할 수 있는 선형 함수를 추정하 다. 실험 상은 연체
동물 복족류의 8종, 갑각류의 등각류 1종, 단각류 2종 그리고 극피동물 성게류의 2종 등의 총 13
종이었다. 조식동물의 사제곱근 변환 PCGR과 생체량 자료는 power curve y=0.2310x0.3290)에 
합되었고 모형의 r값은 0.8864 다. 이로부터 조식동물의 PCGR 변동은 생체량과 계가 있으
며, 섭식 효율성은 찰된 생체량 범  내에서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 악되었다. 따라서 각 종
별 생체량 효과가 보정된 PCGR을 추정하 으며, 등각류, Dynoides dentisinus, 단각류, 
Amphithoe spp., Caprella spp. 그리고 복족류, Barleeia sp., Turbo sp. 등이 다른 종들에 비해 월
등히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찰되었다. 생체량 효과가 보정된 PCGR의 종별 평균은 종별 생체
량 평균과 음의 상 계(r=-0.307, p-value=0.068)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몸체를 갖는 
종들일수록 보다 효율 인 섭식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체량 효과가 보정된 PCGR의 분포로
부터 조식동물 1g 당 1일 해조류 섭식량의 평균은 0.071g(95% 신뢰 구간은 0.020-0.122g), 
수는 0.010g(95% 신뢰 구간은 0.006-0.016g)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식 도를 감안한 개체군 별 상호작용(grazing impact, mg/m2)을 계산한 결과, 해조장에 가장 
큰 향을 갖는 개체군은 군소(A. kurodai, 약 2,513 mg/m2)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둥근성
게(S. nudus, 약 1,500 mg/m2)와 새치성게(S. intermedius, 733 mg/m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각류 가운데 단  면 당 도가 4,000 개체 이상인 Elasmopus sp.와 2,000 개체 이상인 Jassa 
falcata의 섭식량은 각각 3.435와 1.697 mg/m2/day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조장에 서식하는 
조식동물의 섭식압 범 에서 비교  높은 수 에 해당하 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조식동물 군
집의 종 조성과 서식 도가 동일할 때 상호작용의 총합은 5,045 mg/m2/day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과 모형 연구로부터 성게류와 군소 등의 상호작용이 조식동물 군집 체 상호작용의 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에도 잖은 상호작용이 높은 도를 갖는 많은 수의 종

들로부터 해조류에 가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동시에 수행된 해조장 서식 어
류에 한  내용물 분석 결과로부터 단각류나 등각류 등의 도가 어류에 의해 강도 높게 조

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류와 조식동물 간 상호작용에 한 인간의 간
섭(어류의 남획 등)은 해조장에 커다란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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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05

Differing Marine Ecological Regimes Over A 
Meso-Scale Distance In The Southwest Atlantic 
Sector Of Southern Ocean; Response To Sea Ice 

Retreat Or Eddies?

Hyoung Chul Shin, BoYoung Sung, Jisoo Park,
TaeRim Kim, DonHyug Kang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RDI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Department, KORDI

Colleg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Marine Resources Research Department, KORDI

Significantly different marine ecological regimes were observed over only a meso-scale distance in 
the Southwest Atlantic Sector of Southern Ocean. This was apparent during early summer with 
Shackleton Fracture Zone as a natural boundary, and it does not seem to be an isolated case to a single 
year. In the vicinity of South Shetland Islands, mostly to the west of Elephant Island, chlorophyll level 
as well as krill abundance was low. On the other hand, chlorophyll biomass was at an enhanced level 
and there were substantial concentrations of krill to the east of Elephant Island, which is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Weddell Sea. In this biologically richer part of the study area, open-water to 
ice-line gradient was seen in a number of aspects including the size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assemblage and krill aggregation characteristics. This area is more strongly affected by the annual 
cycle of sea ice retreat and also by the influence of Weddell Sea water than the other, western part of 
the study area. Krill concentrations found in this richer area are likely to have come from nearby 
under-ice habitat, which developed during the preceding winter, rather than having been transported 
by eastward-flowing water currents. This does not support the prevailing concept of krill distribution 
that greatly resorts to krill being moved on circum-Antarctic flow. The process that often promotes 
and maintains elevated biological activity in this area, not long away from typical unproductive 
waters,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timing of sea ice retreat and subsequent weather conditions in the 
area. Bottom topography-induced turbulence and the resultant nutrient supply may also play a role. 
The relative importance of different processes deserves to be a focus of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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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06

Influences of cyclonic eddy Opal activity on microbial 
community dynamics in the lee of Hawaii

Landry, M.R.1, E.J. Yang2, S.L. Brown3, K.E. Selph3

and M.E. Simmons1

1 Scripps Institute Oceanography,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2 Marine Environment Research Department, KORDI

3 Dept. Oceanography, Univ. of Hawaii, Manoa

During the third cruise of the E-flux project in the subtropical Pacific (March 2005), we 
encountered a well-developed, cyclonic cold-core eddy off the big island of Hawaii. The eddy, 
designated cyclone Opal, spanned 200 km in diameter and was evident as doming isopycnals 
and an uplifted deep chlorophyll maximum (DCM). 

We investigated microbial community and microzooplankton grazing rates. Eddy-induced 
nutrient injections into the euphotic zone are thought to enhance phytoplankton biomass in 
oligotrophic waters. We observed a shoaled nutricline resulting in nutrient inputs into the 
euphotic zone. Nutrient concentrations were 2-fold higher inside the eddy relative to 
surrounding waters. Chlorophyll a concentration in the deep chlorophyll maximum layer 
(DCML) increased ~5-fold towards the eddy center. Eddy-induced nutrient injections into the 
euphotic zone are thought to enhance phytoplankton biomass in oligotrophic waters. 
Microscopic examination of transect samples across the eddy revealed a dramatic shift in 
phyt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at depth inside the eddy relative to surrounding waters. 
Whereas upper mixed-layer populations in the eddy resembled those outside the eddy and were 
dominated by small phytoplankton, the deep chlorophyll maximum inside the eddy consisted of 
large chain-forming diatoms. Protozoan carbon biomass was also enhanced 2-3 fold inside the 
eddy relative to surrounding waters. 

Time-series sampling over five days in eddy inside also showed a community structure 
change within the diatom bloom, from the unexpected large chain-forming species to smaller 
ones more typical of subtropical Pacific DCML. Such rapid and distinct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within the eddy indicate a dynamic, yet localized biological response. Shifts in size 
structure, composition and biomass of phytoplankton in the eddy should result in greater 
productivity and particle flux inside the eddy than out. During the early period of observation, 
phytoplankton growth rates in the center of eddy were high, exceeding 1 per day and 
contemporaneous estimates of grazing. However, growth estimates collapsed precipitously on 
the 4th day and remained low (less than 0.4 per day) for the final 3 days of study. Grazing 
rates exceeded growth during this latter period, which was marked by declining cell biomass in 
the ambi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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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07

Javanese Medaka, Oryzias javanicus, a New Test 
Organism for Aquatic Risk Assessment

우선옥, 염승식, 이택견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본부

Physiological studies in recinet years have shown the high adaptability from freshwater to seawater 
of of Javanese Medaka, Oryzias javanicus. Results indicate O. javanicus is a unique and good 
candidate as a test fish in both marine and freshwater environments and may deliver new insights into 
our knowledge of aquatic risk assessment. 

To develop molecular biomarkers for toxicity assessment, we have obtained six stress-responsive 
genes [metallothionein (MT), catalase (CAT),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 S-transferase 
(GST), cytochrome P-450 (CYP1A1), uniquitin (UBI)] from O. javanicus and investigated their 
expression changes in fishes exposed to a variety of concentrations of cadmium (Cd). More detailed 
observations on differential expression of MT gene after heavy metal exposure were carried out as 
follows. The pattern of OjaMT expression induced by six heavy metals was analyzed by 
real-time quantitative PCR. The level of hepatic OjaMT mRNA was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by Ag, Cd, Cu, and Zn after 24 h of exposure. However, after Cr and 
Ni exposure, a significant decrease in OjaMT levels was observed. Cadmium-induced OjaMT 
expression was detectable in fishes as young as 3 months. After Cd exposure, OjaMT induction 
was prominent in intestine and liver and intermediate in muscle and gill. OjaMT mRNA levels 
could representa good biomarker for monitoring heavy metals in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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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08

Functional Genomic Approaches for Soft Coral 
Community Health Assessment

우선옥, 염승식, 박홍석1, 이택견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1한국생명공학연구원

The extensive gene isolation of potentially responsive to stressful conditions from a soft coral 
Scleronephthya gracillimum is described. Soft coral colonies were exposed to thermal and 
chemical stressors to induce the expression of stress related genes.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natural or anthropogenic stressors were identified by construction of standard and 
stress exposed-paired subtractive cDNA library; and differential display (DD-) PCR. Thirty-four 
and thirty-seven kinds of candidate genes were identified from thermal or benzo[a]pyrene stress 
exposed group, respectively, which associated with cell cycle, cell signalling, transcription, 
translation, protein metabolism, and other cellular functions. In the case of DD-PCR analysis, 
334 differentillay expressed genes which induced by natural (thermal) or xenobiotic (PAHs) 
stressor were isolated. The isolated and identified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have great 
potential for identifying environmental stressors and may open a new paradigm on soft coral 
health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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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09

DNA칩을 이용한 연어과 어류의 종 구분
 

이윤호, 정다금, 김고은, 김충곤, 정진욱1, 윤현규2, 황승용2, 강수경3

한국해양연구원 해양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1(주)지노첵

2한양대학교 분자생물학과
3국립수산과학원 연어연구센터

연어과 어류는 북태평양과 북 서양에 서식하는 소하성 어종과 육지 담수에서 일생을 보내는 

송어 어종을 포함한다. 연어과 어류가 식용으로 리 이용되면서 자원의 합리  리와 이용, 자
원주권의 확립, 수출입 연어 종 리를 해 연어 각 종과 계군을 신속 정확히 별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처하기 해 연어과 어류의 각 종과 계군을 신속히 
별할 수 있는 DNA칩을 개발하 다. 미토콘드리아 DNA COIII-ND3-ND4L 지역에 존재하는 
단염기다형성(SNPs)에 근거하여 올리고뉴클 오티드 로 를 제작하고 이를 슬라이드 라스에 

고정시켜 DNA칩을 만들었다. 올리고뉴클 오티드 로 는 각 연어 종에 독특한 SNPs가 1-3개 
포함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총 17-25개의 염기로 이루어졌다. DNA칩은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
어졌으며, 각 구역은 두 지 씩 으로 힌 로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DNA칩은 연어, 
곱사연어, 홍연어, 왕연어, 시마연어, 산천어, 무지개송어, Cutthroat 송어, 서양연어, 은연어의 
종 별이 가능하고, 연어 내에서는 한국-일본 연어 계군과 캐나다-미국-알래스카-러시아 계군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종 별 과정은 시료에서 게놈DNA 추출, 형 라이머와 PCR
을 이용한 COIII-ND3-ND4L 지역 약 450bp DNA 증폭, 증폭된 DNA와 DNA칩의 교잡화 반응, 
형  측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연어과 어류 시료를 가지고 이 DNA칩으
로 종 별을 시도한 결과 각 각의 종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DNA칩은 연구
장 뿐만 아니라 수출입 수산물 리 장에서 실질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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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10

Bioactive Compounds from Korean Marine Organisms

함정엽, 황후상, 고재영, 조성진, 양인호, 진정욱, 고현실, 이재환, 
김석호, 남상집, 최혁재, 이동섭, 강헌중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The metabolic syndrome is a collection of obesity-related diseases, which includes type 2 
diabetes, hyperlipidemia, atherosclerosis, and hypertension. Many medical strategies have been 
devised to treat obesity, such as manipulation of food intake centrally or peripherally, blocking 
of fat absorption by inhibition of a pancreatic lipase, modulation of fat metabolism, and control 
of adaptive thermogenesis. Stimulation of thermogenesis has long been pursued to treat obesity. 
Recently uncoupling of oxidative phosphorylation through Un Coupling Proteins (UCPs) 
became an attractive process for development of anti-obesity drugs. Direct control of UCPs 
becomes a promising strategy to treat obesity in humans. Nuclear receptors are ligand- 
dependent transcription factors which directly control metabolism through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binding proteins, transporters and metabolizing enzymes of endogenous ligands. 
Among them the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 (PPARs) had been previously 
shown to act as regulators of lipid and carbohydrate metabolism and as a key regulator of 
UCPs in peripheral tissues. Targeted activation of PPARδ in adipocytes and muscles showed 
that it selectively activates genes of fatty acid oxidation and energy uncoupling and causes an 
adaptive muscle switch and an increase of mitochondrial biogenesi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PPARδ serves as a widespread regulator of fat burning and a key transcriptional factor 
regulating muscle fiber plasticity. Overall PPARδ is a novel target to develop antiobesitic and 
antidiabetic drugs and identification of its ligands from marine natural products will provide 
new opportunity to treat obesity and its associated diseases. We have further extended our 
effort on PPARδ to identify novel ligands for the nuclear receptor. A combination of marine 
natural products chemistry, chemical synthesis and automated bioassay led to identification of 
several compounds as agonists with nano- to pico-molar affinities for the nuclear receptor 
PPARδ. The ligands has >10,000-fold selectivity toward PPAR δ over the other subtypes, 
PPARa and PPARg. Treatment of mice (5 mg/kg/day) over 2 months with newly developed 
PPARδ-selective agonistson high-fat diet (35%) showed that the treated mice gained much less 
body weight (one-third to one-fourth) than controls. As expected by transgenic phenotypes 
histological and microarray analysis showed that the treated mice showed reduced adiposity 
mainly due to fatty acid oxidation of lipid in white and brown adipose tissues along with the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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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11

Hepatic CYP1A levels and EROD activity in Marbled 
sole-a case study in Masan Bay

1정지현, 1R.F. Addison, 1심원준, 2김대중, 3한창희

1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2국립수산과학원, 3동의대학교 분자생물학과

To date, considerable numbers of studies have studied that the induction of hepatic CYP1A1, 
the major oxidative enzyme, can be stimulated by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Enzymatic biomarkers (CYP450 and EROD) have been us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oxicant on the physiology. In this study, the variation of CYP1A and EROD in marbled sole 
from the Haegeumgang "reference" site and Masan Bay were investigated. Masan Bay is a 
large harbour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which receives a wide range of industrial and 
sewage discharges and wastes from shipping activity.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re 
are high concentrations of PCBs and TBT (among other chemicals) in water and in sediments. 
These results show a clear need to study the physiological effects on the native fish in the 
Masan bay. In addition, most of the studies have focused on the level of pollutant there are few 
studies to biological risk assessment. We choose the flatfish for monitoring fish. Since most 
contaminants of concern are sediment-bound, the selection criteria were that the fish should be 
preferably a benthic species (thus maximizing its exposure to contaminated sediment). Fish 
from Masan Bay have higher CYP1A1 mRNA, protein induction and EROD activity than those 
from the Haegeumgang.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Limanda yokahamae in Masan 
Bay may affect by other environment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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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12

Modulation of two distinct cytochrome P450 
aromatase by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 the 

hermaphroditic fish Rivulus marmoratus

Young-Mi Leea, Jung Soo Seoa, Il-Chan Kimb,
Yong-Dal Yoonc, Jae-Seong Leea,*

aDepartment of Molecular and Environmental Bioscience, Graduate School,Hanyang University
bPolar BioCenter,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c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To understand the effect of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EDCs) on cytochrome P450 aromatase 
(rm-cyp19) gene expression between gender types in the hermaphroditic fish Rivulus marmoratus, we 
cloned two distinct rm-cyp19 genes using RT-PCR with degenerative primers, obtained full-length 
cDNAs using 5'- and 3'-RACE-PCR methods, and completely sequenced them. The brain aromatase 
(rm-cyp19b) cDNA consisted of 2,124 bp including the open reading frame (ORF), which encoded a 
putative protein of 505 amino acids. The ovarian aromatase (rm-cyp19a) cDNA consisted of 2,075 bp, 
including the ORF encoding a putative protein of 516 amino acids. Expression patterns of rm-cyp19b 
and rm-cyp19a mRNAs were investigated in embryos of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and in seven 
different tissues of adult fish. The rm-cyp19b gene in hermaphrodite and secondary male R. 
marmoratus was predominantly expressed in the brain, while the rm-cyp19a gene was expressed 
gender-specifically in the gonad. The expression of rm-cyp19b mRNA increased from stage 1 (2d post 
fertilization) to stage 4 (12d post fertilization) in a developmental stage-dependent manner but steeply 
decreased in the hatching stage. Compared to the rm-cyp19b gene, the abundance of ovarian 
aromatase rm-cyp19a transcripts was very low, and its expression was first detected at stage 3 and 
then decreased gradually to the hatching stage. Alteration of rm-cyp19b andrm-cyp19a gene 
expression was further analyzed in the brain and gonad by real-time RT-PCR 96 hr after EDC 
exposure in hermaphrodites and secondary males. The brain aromatase rm-cyp19b gene was 
up-regulated in the brain after 4-nonylphenol (4-NP)-exposure, while the ovarian aromatase 
rm-cyp19agene was significantly down-regulated in the gonad. In 300 g/L 4-tert octylphenol 
(4-tert-OP), or 600 g/L bisphenol A-exposed brain and gonad, both rm-cyp19b and rm-cyp19a genes 
were up-regulated. In the case of secondary males, the rm-cyp19b gene was highly expressed in the 
4-NP-exposed brain, while expression of the rm-cyp19a gene was not detected in the gona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ression of rm-cyp19a and rm-cyp19b genes is differently modulated 
according to estrogenic compounds and gender type of R. marmo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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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13

Expression,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glutathione S-transferase in the hermaphroditic fish 
Rivulus marmoratus (Cyprinodontiformes, Rivulidae)

Young-Mi Leea, Jung Soo Seoa, Il-Chan Kimb,
Yong-Dal Yoonc, Jae-Seong Leea,*

aDepartment of Molecular and Environmental Bioscienc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bPolar BioCenter,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c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To analyze glutathione S-transferase from Rivulus marmoratus, we cloned and sequenced two type 
of full length rm-GST cDNA. One type of rm-GST was showed calculated theoretical pI of 7.8 and 
molecular weight of 25.3 kDa, predicted as a alpha type containing open reading frame of 666 bp. The 
other was predicted as a theta type which has a calculated theoretical pI of 8.5 and molecular weight of 
25.8 kDa . In order to characterize biochemical properties of rm-GST protein, each rm-GST cDNA 
was sub-cloned into 6 x His-tagged pCR T7 TOPO TA expression vector. The recombinant rm-GST 
protein was highly expressed in Escherichia coli cell by inducing with 1mM IPTG. After the soluble 
fraction of rm-GST protein was purified by His-taq affinity column chromatography, enzyme kinetic 
properties and effect of pH or temperature on this protein was further analyzed. Both of rm-GST was 
showed that the optimum pH range of reaction buffer at 25°C was pH 8.0 to pH 9.0 and optimum 
reaction temperature at PBS buffer was 25°C to 37°C. Each of specific enzyme activity from 
recombinant rm-GST protein was determined by using CDNB and GSH as a substrate. Also, we 
revealed that GST inhibitors such as Cibacron blue, Hematine and N-ethylmaleimide inhibited the 
activity of recombinant rm-GST prote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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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14

Antioxidant defence genes (ascorbate peroxidase 
and glutathione reductase) from the intertidal 
copepod Tigriopus japonicus, as a possible 

biomarker for environmental oxidative chemicals

Jung Soo Seoa, Dae-Sik Hwanga, Jae-Sung Rheea,
Heum Gi Parkb, Jae-Seong Leea,*

aDepartment of Molecular and Environmental Bioscienc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bFaculty of Marine Bio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of Life Science,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Tigriopus japonicus inhabit rock pools of the intertidal zone of seashores in temperate and 
subtropical region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As these regions have different ocean 
currents, T. japonicus antioxidant defence genes play an essential role in a cell defense system 
triggered by significant environmental stresses, especially changes of water temperature, salinity 
or reactive oxygen metabolite. Glutathione reductase (GAR) plays an essential role in a cell 
defense system against reactive oxygen metabolites by sustaining the reduced status of an 
important antioxidant glutathione. Tigriopus japonicus glutathione reductase (Tigriopus GAR) 
cDNA contained 1,526 bp including an open reading frame encoding 458 amino acids with a 
theoretical pI of 6.58 and a calculated molecular weight of 49.6 kDa,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enzymatic characteristics of the Tigriopus GAR protein, we expressed Tigriopus 
GAR in Escherichia coli and purified the soluble protein via 6× His-tag chromatography. 
Recombinant Tigriopus GAR enzyme was a homodimer complex structure of approximately 
108 kDa using Native electrophoresis. To analyze the gene expression of Tigriopus GAR 
against environmental stresses (e.g., water temperature, Hydrogen peroxide, heavy metal and 
salinity), we performed a semi-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 
time RT-PCR). On exposure to different environmental stresses, significant change in the 
expression of Tigriopus GAR was not observed. However, upon low salt stress (0 or 10 ‰), 
Tigriopus GAR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se findings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cellular protection mechanisms against environmental stress such as salt stress. 
Related to above experiments, Tigriopus ascorbate peroxidase (APX) cDNA contained 1,071 bp 
including an open reading frame encoding 337 amino acids with a theoretical pI of 4.22 and a 
calculated molecular weight of 37.8 kDa, respectively and also cleavage site as promature form. 
To analyze the gene expression of Tigriopus APX against environmental stresses, we are 
performing Real time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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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shock proteins from the intertidal copepod 
Tigriopus japonicus, as a possible biomarker for 

environmental stresses

Jung Soo Seoa, Jae-Sung Rheea, Dae-Sik Hwanga,
Heum Gi Parkb, Jae-Seong Leea,*

aDepartment of Molecular and Environmental Bioscienc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bFaculty of Marine Bio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of Life Science,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Tigriopus japonicus Hsp70 and 90 gene, we isolated this gene 
from a whole body cDNA library and GeneFishing kit. Tigriopus Hsp70 cDNA contained 2,161 
bp including an open reading frame encoding 652amino acids with a theoretical pI of 5.14 and 
a calculated molecular weight of 71 kDa, respectively. The predicted polypeptide exhibits the 
universal HSP70 family signatures IDLGTTYS, TVPAYFND, NEPTAA, IFDLGGGTFDVSIL, 
and IVLVGGSTRIPKIQK, according to the PROSITE database. It also exhibits the sequence 
TRARFEEL, the putative nuclear localization signal (NLS) and the C-terminal EEVD sequence, 
which are characteristic signatures of the CYT HSP70 member. The genomic structure of the 
Tigriopus Hsp70 gene did not contain introns. To get the full length cDNA sequence of 
Tigriopus Hsp90, we are performing 5' RACE kit according to manufacturer's instructions 
(Invitrogen). To characterize the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Tigriopus Hsp70 protein, we 
expressed Tigriopus Hsp70 in Escherichia coli and purified the soluble protein via 6×His-tag 
chromatography. To analyze the gene expression of Tigriopus Hsp70 against environmental 
stresses (e.g.,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we performed real time RT-PCR. On exposure to 
different salinities, significant change in the expression of Tigriopus Hsp70 was not observed. 
However, upon heat shock (30 C), Tigriopus Hsp70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ut 
in the case of cold shock (4 or 10 C), expression was likely down regulated. These findings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cellular protection mechanisms against environmental stress 
such as heat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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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단각류를 이용한 해양 퇴적물 독성시험기법 개발

이정석, 이규태, 김찬국, 문성대, 박건호, 이종현

(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해양환경에서 서퇴 물은 다양한 해양생물을 한 서식지이자, 연안으로 유입되는 난분해성 
화학물질의 장고이다. 잠재 인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용존상이나 입자상의 형태로 강어귀

나 해양으로 들어와서 바닥으로 가라앉거나 퇴 작용의 침 물과 결합하여 최종 으로 퇴 물에 

축 되므로 오염된 퇴 물의 리는 연안 환경 리의 차원에서 매우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퇴 물 생물검정법 는 독성시험법은 실험실 조건에서 서 생물의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생

물학  해 향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염퇴 물 평가  리를 한 수단

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 으로 해양 퇴 물의 생물 향을 평가하기 해서 표 인 서생물

인 단각류(amphipod)나 갯지 이(polychaete) 그리고 이매패류(bivalve)를 이용하여 왔으나, 특히 
단각류는 상 으로 민감도가 뛰어나고, 실험수행이 용이하며, 성  만성 향을 평가할 수 

있는 표 화된 시험법이 개발되어 있어 퇴 물 독성시험에 가장 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퇴 물 오염의 생물학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생물검정법으로서 국내

산 단각류를 이용한 퇴 물 독성 시험법 개발을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해 국내산 단각류의 생
리학  특징과 유해 물질에 한 민감도를 조사하기 한 실험들을 실시하 고, 나아가 일부 종
은 장 퇴 물의 독성 평가에 이용하 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험결과는 국내산 단각류의 퇴
물 독성 시험종으로서의 합성을 악하고 정 시험  배양 조건을 결정하기 한 자료로 활

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단각류 에서 Mandibulophoxus mai, Monocorophium 
acherusicum 그리고 Grandidierella japonica의 오염물질에 한 민감도를 평가하 고, 환경요인
에 한 내성 범 를 조사하 으며, 퇴 물 시험생물로서의 성  오염된 장 퇴 물에 

한 용성 등을 평가하여, 궁극 으로 표 화된 퇴 물 시험생물로서 개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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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에 대한 유해오염물질의 독성영향평가

김찬국, 이정석, 이규태, 문성대, 김종현, 박건호, 이종현

(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해양환경의 오염이 해양생물과 생태계 그리고 궁극 으로 사람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으로 보면, 기존의 오염물질 분석에 을 둔 평가방법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해양환경에
는 수 많은 오염물질이 있어서 이를 모두 분석한다는 것은 경제 , 시간 , 기술  한계를 갖는

다. 설령 상당수의 오염물질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와 생물 향과는  무 하게 나

타날 수 있다. 이는 생물이용도나 오염물질 상호간의 작용 등등 해양환경과 생물 간의 복잡한 요
인들이 얽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단 을 보완하고 보다 쉽게 오염 상을 규명하기 해 

해양생물 검정법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해양환경평가를 한 생물검정
법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생물검정법이 유용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국내 공정시험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 화된 시험생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생물검정법 기술개발을 해 본 연구진 20여 생물종의 문 배양시설과 독성평가시설
을 갖추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네오엔비즈 부설연구소에서 상시 배양하고 있는 발 미생물 

Vibrio fischeri (발 해 향) 해양미세조류, Skeletonema costatum (성장 해 향), 해산 윤충
류, Brachionus plicatillis (치사  성장 해 향) 국내 서 단각류, Monocorophium 
acherusicum (치사 향) 등 4종을 이용하여 참조독성물질(reference toxicant)에 노출시, 노출 시
간과 농도에 따른 각 생물 반응을 조사하 다. 각 생물종은 재 국내외 으로 표  시험법이 작

성되었거나 되고 있는 표  시험종이다. 이와 같은 시험종들을 이용하여 속과 유기오염물질 

등 참조독성물질에 한 민감성 테스트를 실시하 다. 시험결과 각 생물종은 오염물질의 농도 
증가에 따라 비례 인 독성반응을 보 고, 표  시험법에서 제시하는 민감도 기 에 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는 장 용성 평가를 해서 각 생물종을 오염퇴 물, 공극수, 
하수오니 등 환경시료 는 그 추출물에 노출하여 그 반응을 조사하 다. 생물검정법의 활용은 
환경시료의 오염평가에서 화학분석이나 군집분석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 수 있

다. 특히 생물검정결과는 측정되지 않은 오염물질의 유해성과 여러 오염물질 혼합물의 상호작용
을 반 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기법이므로 향후 해양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생물검정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25

BO-18

해양 저서생태계에 PCBs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미치는 영향

박건호, 이규태, 이정석, 김찬국, 문성대, 이종현

(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같이 잔류성이 강한 물질들은 부분 입자상과 흡착하여 최종 으로 퇴

물에 침 되기 때문에 퇴 물에서의 농도는 물에서의 농도보다 1,000배에서 100,000배 이상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퇴 물은 서 생활을 하는 생물들은 물론 유 생활을 하는 여러 해양생물

에게 서식처와 산란처를 제공하는 요한 생태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서식하는 서생물

은 그 자체로서 요한 생물자원이면서도 어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다. 한 생태계 구성원

으로서 어류 등 다른 생물들의 기 인 먹이가 되는 생태 연결 고리의 핵심 구성원이 되는 다

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서생물 종들이 항암제  각종 천연약물 등 신물
질 개발에서도 요한 자원으로 각 받고 있어 미래를 해 보호할 가치가 많은 미지의 세계이

기도 하다. 
본 연구는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로부터 받을 수 있는 향
을 서생물 종  군집의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생태 향을 규명하고

자 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은 PCBs와 octhylphenol이며, PCBs 오염 퇴 물은 PCBs가 오염되었을 
것으로 상되는 마산만 퇴 물을 이용하 고, octhylphenol 오염 퇴 물은 인 으로 농도를 

조 하 다. 서군집조성 실험의 기간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각 해당년도에 90일간을 계
획하 다. 상 생물의 분석은 형 서동물(meiofauna)과 형 서동물(macrofauna)로 나 어 

수행하 는데, 형 서동물은 선충류(Nematods)와 요각류(Copepods) 출 수를 계수하여 오염

의 지표로 활용되는 N/C ratio를 구하 으며, 형 서동물은 동정가능한 수 에서 모두 동정하

여 종수, 개체수, 각종 지수, 군집 구조 등을 분석하 다. 서생물 성장에 미치는 향은 생물량

을 측정하여 비교 조사하 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4개 정 에 한 마산만 장퇴 물의 

PCBs 농도 분석결과 PCBs 오염정도는 마산만의 외곽에 치한 정 일수록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마산만 4개 정 에서 채취한 장퇴 물에 한 서군집 가입  변동 조사 실험을 실시

한 결과, 정 에 따른 각 생물군의 가입률은 장 실험세트를 장착한 후 두 달이 경과한 시 에

서 오염이 상 으로 심한 정 에서 종수, 개체수, 균등도, 다양도가 감소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세 달이 경과한 시 에서의 각 정 별 군집 결과의 차이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으로 오염시킨 octylphenol 오염 퇴 물에 한 해양 서생물의 군집가입 향 조사 결

과 각 생물군의 종수, 개체수는 octylphenol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사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집괴분석 결과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의 군집이 서로 확연히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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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내 다이옥신 유사물질 생물영향 평가를 위한
유전자 재조합 세포의 이용

이규태1, 이정석1, 김찬국1, 박건호1, 이종현1, 고철환2

1(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2서울대학교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스톡홀름 약에 서명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국제  규제를 받게되어 규제 상 물질인 다이옥신, 퓨란, PCBs 등
을 포함하여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생산  사용이 지되며 국내 인벤토리 구축  
모니터링 실시 등 매 5년마다 이행사항을 보고해야하는 상황에 있으나 다이옥신 분석  감에 
요구되는 비용이 커서 실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다이옥신 분석은 소각로 시료의 경우 1개당 최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
용이 요구된다. 분석 시간도 한달 이상 소요되며 극소수의 분석 문가에 의해 이루어고 있어 많
은 양의 시료 분석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분석 비용, 시간, 노동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학분석하는 신 생체내 반응에 기반하여 간단히 발 도만 측정하여도 

환경  다이옥신 오염도를 알아낼 수 있는 유 자재조합세포 스크리닝 어세이 방법(H4IIE-luc 
recombinant cell line bioassay)을 개발하고 다이옥신 분석을 체하거나 보완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값싸고 빠른 체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유 자 조작된 생체시스템은 발 이라는 가장 민감한 측정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내에 

존재하는 극미량의 다이옥신물질류를 화학분석보다 더 낮은 수 으로 검출해낼 수 있으며 량 

시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노동, 비용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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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미생물을 이용한 해양환경평가 기법 신기술 개발(N-tox)

이규태1, 이정석1, 김찬국1, 김혜진1, 박건호1, 이종현1, 고철환2

1(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2서울대학교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조가 BOD, COD 심에서 생태성, 해성의 개념으로 환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이용하던 수질 지표인 BOD, COD가 부 양화를 단하는 단순지표로 유해화학물

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한 정책  응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환경 정책목표와 리 기 은 BOD, COD 개념에서 벗어나 해성, 
생태성 개념이 핵심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해서는 향후 10년간 생태독성평가
기술(생물검정기술)이 수계 생태 해성평가와 환경기 설정을 한 가장 기본 인 자료 생산 구

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 
생물검정기술  발 박테리아(Vibrio fischeri)를 이용한 생태독성평가기법은 상 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시료의 독성을 측정하면서도 매우 좋은 민감도를 보여주는 독성 평가 기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방법을 표 화하여 육상과 해양 환경의 물, 퇴 물, 토양, 공극수, 유기추출
물 등 다양한 매질의 생물독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술로 이용하고 있으며, 가장 상용화된 제품
은 미국 SDI사의 Microtox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Microtox는 1970년  개발된 구모델로서, 수동  구동방식이어서 연속측정이나 시료 

량처리 측면에서 부족하며,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제품 사후 리(A/S)가 어렵고 유지비용 
한 지 않게 요구되는 단 으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 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기술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동 주입 방식과 용량 시료 처리 방식(high 
throughput system)의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비용 감형 발 박테리아 생

물검정법(N-Tox)을 개발하 다. 
개발된 N-Tox 기기는 웰 이트 타입의 측정 방식을 지원하며 시료의 자동 주입  발 도 

자동 측정이 가능하다. 독성은 수  이내에 측정될 수 있으며 10분, 20분, 30분 등과 같은 특정
한 노출시간에 측정될 수 있다. 한 국제표 화기구(ISO)에 제시된 표 로토콜에 따라 개발

되었으며, 개발된 기기와 실험 시약을 이용하여 표 독성물질에 한 반응을 장기 으로 모니터

링 한 결과 국제표 화기구에 제시된 반응 범 에 부합하 다. 
N-Tox 독성평가방법은 우리나라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공식 생물검정법의 하나로 제안될 
정으로 앞으로 화학물질 안 성 평가, 독성반응 특성 규명, 독성원인물질 스크리닝, 산업폐수 생
태독성평가, 해양투기물 안 성 평가, 환경 향평가, 기타 환경 안  검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외 생물검정법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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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작용이 다른 유기독성물질간의 지연독성영향의 비교

이종현, 이규태, 이정석, 박건호, 김찬국

(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독성오염물질에 한 독성 향은 일반 으로 농도-시간-반응 계에 의해서 기술되고, 측되

어 왔다. 노출농도가 클수록,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반응의 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
존의 통 인 방법론은 주어진 노출시간에서의 반응에 해서만 심을 가져왔다. 즉 반응시간
과 노출시간을 일치시켜서 농도-시간-반응 계를 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노출이 단된 이후의 
반응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독성물질에 노출이 단된 이후에도 독성
향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인 ‘지연독성 향(Delayed toxicity)’이 일반 으로 찰되어 왔다. 
이러한 지연독성 향은 실험실에서 일정한 농도에 지속 으로 노출시켜서 독성반응을 평가해

서 얻어진 농도-시간-반응 계로부터 측될 수 없다. 실제 환경에서는 지속 인 노출보다는 간

헐  노출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장조건에서의 독성 향을 평가하고, 측하기 해서는 반

드시 지연독성 향을 평가하고, 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성작용이 서로 다른 유기
독성물질들을 상으로 서로 다른 노출시간과 노출농도에서 지연독성 향을 평가하 다. 
이미 추정된 독성역학  모수를 통해서 노출 단이후 유기독성물질의 체내 잔류량을 추정하

고, 지연독성 향간의 계를 분석하 다.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되는 pentachlorophenol(PCP)의 
경우 지연독성 향이 없었고, 가장 느리게 배출되는 dichlorodiphenyldichloroethylene(DDE)의 
경우 지연독성 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fluorene의 경우 배출속도가 가장 빠름에
도 불구하고 매우 뚜렷하게 지연독성 향을 보 다.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DDT)의 경
우는 생물변환을 통해서 생성된 무독화된 사산물인 DDE에 비해서 지연독성 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독성작용에 따라서 지연독성 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체내 잔류농도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지연독성 향이 결정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fluorene의 지연독성 향은 기존의 독성학 모델에 비추어 보면  상되지 못했던 결과

기 때문에, 기존의 독성학 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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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환경기준 작성을 위한 퇴적물독성평가기법의 적용

이종현, 이규태, 이정석, 박건호, 김찬국

(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연안 퇴 물은 서동물의 일차 인 서식지로서 역할을 하는 연안 서환경의 가장 기본 인 

구성 요소이다. 주변에서 유입되는 육상기인 는 해양기인의 오염물질들이 연안 퇴 물에 지속

으로 축 되기 때문에 주변 연안의 오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연안 환경
을 하는 오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안 해양환경의 종합 인 평가를 해서는 

수질환경의 평가와 함께 퇴 물질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선진 산업국들에서는 
수질기 과 함께 퇴 물 환경기 을 설정하고 연안환경 모니터링에 활용해 왔다. 
국내에서도 오염퇴 물에 한 퇴 물환경기  작성을 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지

만, 국내 연안환경에 특이 인 퇴 물환경기 의 작성을 한 방법론에 한 이론 인 검토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 물 독성평가기법을 용해서 퇴

물환경기 을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한 이론  검토와 함께 사례분석을 통해서, 지역특이
 퇴 물환경기  도출의 필요성을 확인하 다. 한 향후 설정될 국내 퇴 물환경기 의 신뢰

도를 평가하기 한 기법이 퇴 물환경기  설정과정에서 함께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한 

확인하 다. 
퇴 물환경기 을 작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퇴 물독성평가기법들(공극수 독
성평가, 퇴 물유기추출액 독성평가, 퇴 물노출을 통한 독성평가 기법 등)에 한 비교 검토와 
함께 새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퇴 물독성평가기법들(만성 퇴 물 독성평가기법과 장퇴 물착

생평가기법 등)에 해서 제안하 다. 최종 으로 퇴 물환경기 을 포함해서 다양한 퇴 물독

성평가기법을 활용한 종합 인 연안 서환경 평가방법을 제안하 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30

BO-23

거제도 남동부 연안 저서다모류군집의 시ㆍ공간적 분포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Benthic Polychaetous Community 

along the South-eastern Coast of Geoje Island

임경훈, 신현출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본 연구는 일반 인 한국의 내만역과는 다르게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거제도 남동부 연안에서 

서다모류군집의 시․공간  분포를 악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서다모류군집에 한 조사는 

2004년 2월(동계), 5월(춘계), 9월(하계), 11월(추계)의 총 4회에 걸쳐 실시하 으며, 조사해역내에 총 
26개 정 을 선정하여 표층퇴 물의 입도조성과 서다모류군집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2004년 2월～11월까지의 체 서동물의 평균서식 도는 953～1,193 개체/m2 이었고 이  4계  

모두 다모류가 가장 우 하 다. 계 별 다모류의 평균서식 도는 2004년 5월에 1,038 개체/m2 으로 
가장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 다른 계 은 773 ～ 879 개체/m2 로 유사하 다. 정 별 서동물의 서식

도 분포양상은 동계인 2월의 경우 지세포항에 인 한 해역에서 매우 높은 서식 도를 보 으며, 
지심도 인근해역에서부터 외해로 갈수록, 그리고 지심도를 심으로 남북으로 멀어질수록 매우 낮은 
서식 도를 나타내었다. 2004년 5월, 9월 11월의 서식 도 분포양상은 모두 2월과 유사하여서 서식
도의 분포양상의 계  변화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모류군집의 종조성에 의거한 생태지수로 종다양성지수는 2004년 2월에 2.21±0.26, 5월에 

2.21±0.30, 9월에 2.32±0.29 그리고 11월에 2.28±0.28로 계 별로 유사하 으며 정 간 편차가 크지 

않았다. 우 도지수는 4계  모두 0.5 이하로 특정종에 의한 극우  상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조사해역내에서 우 하는 다모류는 2004년 2월의 경우 Lumbrineris longifolia(91개체/m2, 11.8%), 

Tharyx sp.(91개체/m2, 11.8%), Heteromastus filiformis(87개체/m2, 11.2%), Magelona japonica(71개체
/m2, 9.2%), Phylo sp.(38개체/m2, 5.0%), Sternaspis scutata(32개체/m2, 4.1%), Ampharete arctica(32개
체/m2, 4.1%) 등이었고, 4계  모두 우 종의 요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종조성은 유사하 다. 우
종의 정 별 분포양상은 2004년 2월의 경우 상  3종(L. longifolia, Tharyx sp., H. filiformis) 모두 
지세포항 인근 해역에서 극우 하 다. 2004년 5월의 경우 최우 종인 M. japonica와 A. arctica는 
부분의 정 에서 출 하고 있으나, H. filiformis, L. longifolia, Tharyx sp.는 지세포항 인근해역에 
집 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9월 11월 모두 유사한 경향이었다. 
채집된 서동물의 종조성에 근거한 집괴분석의 결과 조사해역은 반 으로 지세포항 인근해역

과 이를 심으로하여 남북으로 나뉘어진 해역 등 크게 3개의 해역으로 구분이 가능하 다. 이는 북
으로는 지세포항과 진해만의 향, 남으로는 구조라 인근해역의 향을 반 하고 있는 결과인 것으

로 보여지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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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역
저서다모류군집의 공간 분포 및 계절 변동

Spatial and Seasonal Variation of Benthic Polychaetous
Community around Gori-Nuclear Power Plant

임경훈, 신현출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본 연구지역은 고리원자력발 소를 심으로 한 인근 해역으로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의 일반 인 내만

과는 달리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며 조석의 향을 거의 받지 않고 수심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한 원자력발 소는 많은 양의 해수를 냉각수로 취수하여 온배수로 방출하므로 인근해역의 해양생태계

에 여러 가지 향을 미치게 되며 서동물도 외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리원자력발 소를 

심으로 한 인근 해역 서동물군집의 공간  분포와 계  변동을 악하고 발 소의 온배수가 인근 

해역의 서동물군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2004년 8월(하계), 11월(추계), 2005년 3월(동계), 4월(춘계)의 총 4회에 걸쳐 고리원자력발
소 인근 해역에 총 23개 정 을 선정하여 표층퇴 물의 입도조성과 서동물군집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2004년 8월에서 2005년 4월까지의 체 서동물의 평균서식 도는 792～1,211 개체/m2 이었고 이  

4계  모두 다모류가 가장 우 하여 645～1,037 개체/m2 의 변동을 보 다. 고리원  인근 해역의 서동

물의 서식 도는 우리나라 서, 남해 연안에 비해 상 으로 계  변화가 은 편이었고, 동물군별 계
변화 역시 심하지 않았다.
서동물의 서식 도 분포는 2004년 8월의 경우 고리원 을 심으로 남쪽 해역이 북쪽 해역보다 서식

도가 높고, 연안쪽이 외해에 비해 높은 서식 도 분포를 보 다. 2004년 11월의 경우 하계에 비해 거의 
모든 정 에서 높은 서식 도를 나타내었으나 반 으로 하계와 유사한 경향이었고 2005년 동계, 춘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서동물의 서식 도 분포 역시 계  변화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 별, 정 별 생태지수는 2005년 3월에 정 별 다양도지수의 편차가 심하지 않았던 것을 제외하면 

반 으로 연안역에서 다양도지수가 높고 외해로 갈수록 다양도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 다. 
4계  모두에서 가장 요한 동물군으로 나타난 다모류 우 종의 종조성 역시 계 변화가 심하지 않았

고 외해의 향을 받는, 비교  청정해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Magelona japonica와 Sternaspis 
scutata가 지속 으로 우 하 으며 이 두 종의 합계가 계 으로 다소 변동은 있지만 항상 체 다모류

의 45～ 68% 이상을 차지하 다. 그러나 고리원  배수구 인근의 임랑리 주변 해역에서는 Lumbrineris 
longifolia, Heteromastus filiformis, Prionospio sp. 등과 같은 기회종들도 꾸 하게 우 종으로 출 하 다. 
종조성에 근거한 집괴분석의 결과로는 우리나라 서, 남해 연안과는 달리 수심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군집이 형성된 것이 특징 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4회 조사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본 연구 해역에 형성되어 있는 서동물군집이 상당히 안정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리원
 취배수구에 인 한 해역은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볼 수 있었다. 즉 고리원자력 발 소 인근해역의 

서동물 군집은 취배수구 인 해역을 제외하고는 비교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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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저서동물군집의 장기변동
Long-term Variation of Macrobenthic community in Gwangyang 

Bay

이정호, 임경훈, 김용현, 신현출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양만은 남해안 앙부에 치한 반 폐쇄성만으로 1970년  까지는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1973년부터 지 까지 여수산단, 양제철, 율 산단, 양항 컨테이  공사 등 

수많은 매립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변해 왔고 지 도 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양
환경 변화가 서 생태계에 미치는 향과 장기 인 해양환경의 변화 속에서 서동물군집이 어

떻게 변해 왔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1996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0년간 총 19개 정 에서 서동물 군집을 조사

하여 서식 도 분포을 알아보았고 얌만을 서측내만, 묘도북수로, 동측주수로 3개지역으로 구분
하여 서식 도와 우 종 분포를 알아보았다.
체 서동물의 평균서식 도는 1996년 10월이 355 ind/m2 으로 가장 낮고, 1999년 6월 

2,563 ind/m2 으로 가장 높은 평균서식 도를 보 다. 다모류도 1996년 10월 207 ind/m2 으로 
가장 낮고, 1999년 6월 1,875 ind/m2 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체동물은 1996년 7월 14 ind/m2 으
로 낮은 서식 도로 보인 반면 2004년 4월에는 1,025 ind/m2 로 아주 높은 서식 도를 보이고 

있다. 갑각류는 1998년 10월 34.2 ind/m2
으로 가장 낮았고 2002년 3월에 1,457 ind/m2

으로 가장 

높은 서식 도로 나왔다. 서동물  다모류가 부분의 시기에 가장 높은 서식 도를 나타내

어 반 으로 요도가 가장 높은 분류군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외 으로 2003년 2월
과 2004년 4월의 경우 다모류의 요도는 다른 시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연체동물의 요도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 고, 2002년 3월과 7월, 그리고 2004년 1월과 7월에는 갑각류의 요
도가 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체동물의 경우, 이매패류인 
Theora fragilis, 갑각류의 경우, Amphipoda spp. 가 높은 서식 도로 나타난 데에 기인한 것이

다.
양만 3개지역  서측내만역은 서동물상이 가장 빈약하 고, 체 으로 동측주수로 지역

이 가장 풍부한 서동물상을 나타내고 있다. 3개지역의 우 종 분포를 보면 서측내만은 1996년
부터 Hetermastus filiformis, Glycera chirori, Sternaspis scutata 가 우 하 으며, 1999년 6월부
터는 Sigambra tentaculata 가 우 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재까지 우 하여 출 하고 있다. 
동측주수로역은 과거에 Tharyx sp., Lumbrineris longifolia, Prionospio japonicus 가 우 하 고, 
1999년  부터는 Praxillella affinis 가 우 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묘도북수로는 동측주수로 지
역과 비슷한 우 종 분포를 보이나 간헐 으로 Melinna cristata, Ampharete arctica 와 같은 특
정종이 극우  하는 상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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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만 기회주의적 저서다모류의 시,공간 변동

김용현, 팽우현, 신현출, 조현서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본 연구는 2001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계 별로 패류 양식장  가두리 양어장 주변 해

역을 상으로 총 12개 정 을 선정하여 서다모류를 채집하 다. 가막만 북측 해역의 수하식 
패류 양식장이 산재해 있는 곳 3개 정 , 동측의 패류 수하식 양식장과 소규모 가두리 양어장이 
산재해 있는 곳 3개 정 , 만 입구역의 규모 가두리 양어장이 집되어 있는 곳 4개 정 , 그
리고 양식장 시설이 주변에 치하지 않는 곳 2개 정  선정하 다. 채집 도구는 개량된 van 
Veen grab(입구면  0.1m2)으로 각 정 당 2회씩 채취하 으며 종수 까지 동정한 후 계수하

다. 환경자료는 같은 시기에 조사한 팽(2003)의 자료를 사용하 다.

서다모류의 상  우 종을 살펴보니, 계 별로 순  차이는 있으나 Capitella capitata, 
Tharyx sp. Lumbrineris longifolia 으로 주로 기회주의  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종들과 환경 
자료(수심, 수온, 표층퇴 물 평균 입도, DO, IL, AVS, BCOD) 와의 spearman 순 상 계수를 

이용하여 상 계를 살펴보았다. C. capitata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북측과 동측에서 여름을 제
외한 계 에 량으로 출 하는 양상으로 보여주었으며, Tharyx sp. 와 L longifolia 와는 음의 상
계를 보여주었다. 수온과는 음의 상 계를 보여  반면에, 층 DO, AVS, BCOD 와는 양

의 상 계 보여주었다. Tharyx sp. 분포는 동측과 만 입구역에서 량 출 하는 양상을 보여주

었으며, L. longifolia 분포는 계  변화에 따라 출  정 은 다소 차이는 나지만, 주로 만 입구역
의 정 에서 주로 출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두 종은 C. capitata 의 환경자료 IL, AVS, 
BCOD 와는 조 으로 음의 상 계를 보여주었다. 

이상으로 가막만의 패류 양식장  양어장 주변 해역  그 지 않는 해역을 상으로 서다

모류를 채집, 분석한 결과 각 지역에 따라 종조성이 이하게 달랐다. 즉 북측 해역에서는 C. 
capitata 가 주요 우 종으로 출 하 으며, 동측과 만 입구역의 해역에서는 L. longifolia와 
Tharyx sp. 가 우 종으로 출 하 다. 이는 각 지역에 한 물리  환경 변화에 따른 질환경

의 변화에 응하여 생존, 경쟁하는 종  차이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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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사채취 해역 어류의 섭식 생태와
저서동물 군집 기능 연구

유재원, 이만우, 이현정, 김효진, 김창수, 이창근, 홍재상1, 손규희1, 
한경남1

주)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1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남해 해사채취 상 해역의 서동물 군집과 어류 군집 간 상호 계를 이해하기 하여 2005
년 10월과 12월에 인망으로 채집된 어류 표본 가운데 우 종을 심으로 9종 63개체의 어류를 
선택하여 장을 출하고 내용물을 분석하 다. 상 어류는 조사 해역의 우 종인 비늘치

(Coelorinchus multispinulosus), 볼 (Doederleinia berycoides), 홍감펭(Helicolenus hilgendorfi), 
물메기(Liparis tanakae), 아귀(Lophiomus setigerus), 샛돔(Psenopsis anomala), 창꼬치(Sphyraena 
obtusata), 갈가자미(Tanakius kitaharai) 그리고 갱이(Trachurus japonicus) 등이었다. 어류 표
본의 종별 장 평균은 약 15-24cm의 범 이며, 체로 20cm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습
량 평균은 약 29-335g의 범 이며, 어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 63개체의 표본 
가운데 42개체의 장 내에서 먹이 생물이 찰(공복 어류의 비율은 33%)되었다. 먹이생물은 36
개 분류군으로 구분되었으며, 무척추동물이 31개 분류군이고, 갑각류가 부분(22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된 어류 표본을 상으로 IRI(Index of relative importace)를 계산한 결과, 조사 해
역 어류들이 선호하는 먹이생물은, 요도 순으로 1 부터 10 까지, 자주새우(Crangon affinis), 
돗 기새우(Leptochela gracilis), 도화새우류(Pandalidae sp.), 미동정 어류(Fish unid. spp.), 단각
류의 Hyperidea sp., 꼬마새우류(Eualus spatulirostris), 단각류 Photis sp., Melitidae sp., 
Gammaridea unid. spp. Byblis sp. 등이었다. 다양도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섭식 지 의 비

는 비늘치(Coelorinchus multispinulosus)와 갈가자미(Tanakius kitaharai) 등의 것이 타 어종들
의 것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괴 분석 결과, 어종의 구분 양상은 식성보다 먹이생물의 습
량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종 별로 식성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어류  내용물의 평균  소화 정보를 추정하기 하여 단각류를 상으로 주변 서식

처와 장 내 개체당 평균 습 량을 비교한 결과 후자의 것이 자에 비해 50% 수 인 것으로 

악되었다. 단각류의 체  감소량과 상 어류가 하루  일정 시간 동안 섭식을 하고 24시간 
뒤 공복 상태에서 재차 섭식을 행하는 리듬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조사 시 에서 이미 

어류의 장을 통과한 양과 체외로 배출되었을 양 등이 발생하 을 것 등을 감안하여 다소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류의 1일 섭식량(96g 습 량의 어류를 기 으로 1.24㎏/1개체/1년)
을 추정하 다. 어류 조사와 동시에 수행된 서동물군집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조사 
해역 1km2 면 의 연간 2차 생산량은 45.5 톤(습 량)이었다. 어류 군집이 섭식을 량 서동물 
군집에 의존한다고 가정할 경우, 1km2

의 서동물 생산량은 평균 체 이 96g인 어류 군집의 약 
3만6천300 개체의 1년 치 섭식을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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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물기질을 이용한 갯벌 대형저서동물의 재점유와 천이과정에 
있어서의 포식의 영향 고찰

Examination of predation effects on recolonization and 
succession of tidal flat macrobenthos in defaunated sediments

김창수, 유재원, 박미라, 김효진, 이현정, 이창근, 홍재상*

(주)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 인하대학교*

갯벌에 서식하는 형무척추 서동물의 재 유와 천이과정에서의 포식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선재도에 치한 부 조 의 갯벌에서 무생물 기질을 이

용한 장실험을 실시하 다. 장에서 수집되어, 속냉동  건조과정을 거쳐 생물이 제거된 

퇴 물을 실험을 하여 제작된 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용기(직경 10cm, 깊이 20cm)에 채운 
후, 포식자를 배제하기 해 1㎜ 망목의 screen으로 입구를 한 용기와 입구를 하지 않은 용기
를 함께 장의 갯벌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 다. 이후 채집계획에 따라 장에서 용기를 수거
하여 시기와 포식자의 유무에 따른 서군집의 변화를 찰하 다. 결과에 의하면 개체수, 종수, 
다양도 모두 실험 기와 기에는 screen으로 입구를 하지 않은 실험구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실험의 후기에는 screen으로 입구를 한 실험구에서 높은 값이 찰되었다. 따라서 ‘갯벌 서
동물군집의 형성에 있어 포식으로 인한 향이 있다’라는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포식자를 효과 으로 배제함으로써 산업 으로 가치가 높은 종의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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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편모조류의 영양세포와 시스트의 유연성

박종식, 윤양호, 김대일

전남대학교 대학원 수산과학과

본 연구는 와편모조류의 양세포와 시스트간의 유연성을 악하고자 2005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남해안 가막만 입구에 치한 화태도 인근해역에 sediment trap을 설치하여 trap에 포획
된 시스트와 력코아를 이용하여 채집된 퇴 물  생시스트를 분리하여 온도 22°C, 12L:12D하
에서 발아실험을 실시하 다.
조사기간  와편모조류의 시스트는 총 16속 53종이 동정되었으며, 조사기간동안 부분의 시
스트는 6월～10월 사이 고수온기에 시스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수온기에  출

하지 않았던 Pt. excentricum은 1월과 2월에 생시트가 비교  많은 개체수가 출 하여 수온

기에 시스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t. excentricum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스트
로 보고 되지 않았던 종으로 본 연구에서 시스트 출 이 확인이 되어, 이 종의 생리 생태학  연

구를 하는데 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단된다.
발아실험 결과 우리나라에서 유 세포로 보고 되지 않았던 Protoperidinium americanum등을 
포함해 36종에서 발아가 이루어져 시스트와 양세포와의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Pt. 
americanum의 시스트라고 알려진 종은 가막만 북부해역에서 우 종으로 양세포의 출 은 확

인이 되지 않았으나, 본 발아실험을 통해 양세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지만 양세포의 

각 배열 확인을 통한 정확한 종의 동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Protoperidinium oblongum의 시
스트로 알려진 Votadinium carvum은 세가지 형태로 보고 되어 지 까지 동정되고 있으나, 발아
실험 결과 세가지 형태의 시스트에서 각기 다른 양세포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
자 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종 동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해마다 유해성 조를 일으키는 Cochlodinium polykrikoides의 시스

트라고 알려진 종도 출 하 으나, 이종은 발아 실험결과 Co. polykrikoides의 시스트가 아닌 Co. 
sp.인 것으로 명되었고 Co. polykrikoides의 시스트 형성 유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양세포와 시스트간의 유연성은 시스트의 발아 실험을 통해 정확한 종 

동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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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vory by co-occurring red-tide algae, 
heterotrophic nanoflagellates, and ciliates on marine 

bacteria

성경아1, 정해진1, 김 신2, 김광훈3, 강정훈4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군산대학교 해양바이오, 3공주대학교 생물학과, 4한국해양연구원

 We investigated feeding of natural populations of red-tide algae, heterotrophic nanoflagellates 
(HNFs), and ciliates (< 30 ㎛ in cell length) on natural populations of marine bacteria (mostly 
heterotrophic bacteria) in diverse Korean waters (Masan Bay, Jinhae Bay, Shiwha Bay, Keum 
River Estuary, and the open coastal waters off Yeosu) during red tides in 2004-2005. To 
explore the functional responses of the dominant red-tide algae to bacteria, we also measured 
the ingestion rates of the dinoflagellates Cochlodinium polykrikoides, Heterocapsa rotundata, H. 
triquetra, and Prorocentrum minimum as well as the raphidophytes Chattonella ovata and 
Heterosigma akashiwo as a function of bacterial concentration in the laboratory. During red 
tides, ingestion rates of the red-tide algae C. polykrikoides, H. rotundata, H. triquetra, H. 
akashiwo, P. minimum, and P. triestinum on natural populations of bacteria in Korean waters 
(1.2-20.6 cells alga-1h-1) were comparable to those of co-occurring HNFs (0.7-39.4 cells 
HNF-1h-1), but much lower than those of co-occurring ciliates (15-713 cells ciliate-1h-1). 
However, the combined grazing coefficients attributable to the dominant algal predators on 
natural populations of bacteria during red tides (0.04-1.71 d-1) were usually higher than those to 
co-occurring HNFs (0.01-0.20 d-1) or ciliates (0.00-0.72 d-1). With increasing mean prey 
concentration, the ingestion rates of C. polykrikoides, H. rotundata, H. triquetra, P. minimum, 
C. ovata, and H. akashiwo on bacteria rapidly increased at prey concentrations of ca. 5-10 x 
106cells ml-1, slowly increased or became saturated at higher prey concentrations. The maximum 
ingestion and clearance rates of C. polykrikoides, H. rotundata, H. triquetra, P. minimum, C. 
ovata, and H. akashiwo on bacteria (6-25 cells alga-1h-1 and 1.0-4.5 nl alga-1h-1) were 
comparable to those of HNFs on bacteria, so far reported in the literatur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red-tide algae sometimes have a potentially considerable grazing 
impact on populations of bacteria during red tides and are sometimes the most effective 
protistan predators of marine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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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Oceanic conditions on summertime related 
with Harmful Algal Blooms in the Korean Waters

한인성, 정희동, 성기탁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팀

The outbreak of harmful algal blooms (HAB) has been frequently occurred in the Korean 
Waters and caused the economic loss in the coastal breeding grounds. This outbreak was 
usually changed by physical,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Korean Waters at 
each years. From the results of spatial scale, maximum density and duration, relatively 
large-scale outbreak of HAB appeared in 1995, 1997, 1999, 2001, 2002 and 2003.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outbreak of HAB in the Korean Waters and physical oceanic 
environmental factors, we examine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coastal temperature variation, behavior of low saline water, magnitude of Kuroshio volume 
transport at upsteam area and so on. 

Relatively lower coastal temperature on August around the South Sea corresponded with the 
outbreak of HAB. The appearances of surface cold water due to coastal upwelling around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before the outbreak of HAB were also corresponded 
with the outbreak of HAB.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 supply of nutrients from lower layer 
by coastal upwelling have an influence on outbreak of HAB. By serial oceanographic 
investigations on August in the South Sea and estimated wide area temperature information by 
satellite, Sea Surface Temperature Anomaly around the South Sea and wide area was appeared 
negative anomaly with outbreak of HAB. To clarify between the outbreak of HAB and density 
stratification around the South Sea, we also examined the density profile by serial 
oceanographic investigations. weaken stratification was usually corresponded with the outbreak 
of HAB. It also considered that relatively weaken stratification play an important role of 
nutrient supply from lower layer. Moreover, we f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havior of 
low saline water originated from Changjian, larger Kuroshio volume transport at the upstream 
and the outbreak of HAB. There are surely some exceptions to this research because HAB 
should be occurred by complex causes like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physical factors. To 
make clear the cause of HAB outbreak, HAB research in connection with physical 
oceanographic views sh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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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of Harmful Algal 
Blooms (HABs) for the South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DanLing Tang*1,4, BaoPing Di2,1, Im Sang Oh3, and Jin Li4

1LED, South China Sea Institute of Ocean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Guangzhou, China
2Institute of the Hydrobiology, Jinan University, Guangzhou, 510632, China

3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4Department of Environment Sciences, Fudan University, Shanghai, China

The East China Sea ranked the most Harmful algal Bloom (HAB) prone area in terms of the 
frequency and extent among all Chinese coastal areas in recent years; the present study 
analyzed historical records of HABs in this region along Chinese coast for the period from 
1933 to 2004. The results show spatial and seasonal characteristics of HAB events in this area, 
while the most frequent HAB occurrence area is off the Yangtze River mouth and another two 
frequent occurrence areas are located south of the Yangtze River estuary along coastal water in 
the East China Sea. The time of HAB occurrence shifted during our study period: from autumn 
(August to October) before the 1980s to July-Augustin the 1980s, during May-July in the 
1990s, and May-June for the period of 2000-2004.Causative speci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Noctiluca scintillans and Skeletonema costatum were two dominant causative species prior to 
2000; and Prorocentrum dentatum (donghaiense Lu) was dominant from 2000 to 2004 and also 
caused large blooms in May. The changes of the dominant HAB species may have affected the 
timings of HAB occurrence, as well as the increasing HAB-affected areas in rec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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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성 적조생물인 섬모류 Myrionecta rubra의 
생태학적 지위

명금옥1, 장건강1, 김형섭2, 이원호1,*

1군산대학교 해양학과, 2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해역에서 조를 일으키는 Myrionecta rubra Jankowski 
1976 (=Mesodinium rubrum Lohmann 1908)는 Teleaulax 속의 은편모류 세포를 선택 으로 섭

식한 후 먹이생물의 색소체를 이용하여 합성능을 유지하는 섬모류 (kleptoplastidic ciliate)이다
(Gustafson et al. 2000; Yih et al. 2004; Johnson and Stoecker 2005). M. rubra는 해양 환경에서 
수시로 조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범세계  공통종으로서 해양생태계 내의 매우 요한 일차

생산자이다. 최근에는 M. rubra가 은편모류 이외에도 박테리아를 활발하게 섭식함을 알게 되어, 
혼합 양 섬모류 가운데에서도 외 으로 요한 생태  지 를 차지하는 종으로 단된다. M. 
rubra는 용승해역, 라질의 외해, 강하구 등의 다양한 수역에서 4,000 ～ 7,600 cells/ml의 높
은 도의 조를 기록하 으며, 강하구 조발생 당시(5,000 cells/ml) 박테리아 clearance rate
가 약 4.4 ml ml-1 d-1

에 달하여, 재까지 알려진 주요 섬모류 종들의 값보다(최고 3.7ml ml-1 

d-1) 더 높게 나타났다. 한 M. rubra가 갑각류, 어류 유생  이매패류 등과 같은 후생 동물의 
천연먹이로 보고됨에 따라, M. rubra가 해양 미소 생물 먹이망(microbial food web) 내의 박테리
아와 후생동물을 연결해주는 다기능성 “linking ciliate”임을(Sherr and Sherr 1988) 강조하게 되
었다(Myung et al. 2006). 향후, M. rubra의 박테리아 섭식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박테리아 
세포농도, 무기 양염 제한성, 장 도, M. rubra 개체군 도  포식자 종 별 포식압 등에 
한 입체 인 연구를 통해서, 조 형성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해양생태계에서 M. rubra의 지
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Phototrophic
M. rubra

Crustacean
Fish larvae

Shellfish

Bacteria

Cryptophyte

DOMaged 
phytoplankton

* 본 연구는 MOST-KOSEF의 국가지정연구실 (군산 학교 조NRL, M1-0302-00-0068) 지원비로 수행되었습니다.

1. Johnson, M.D. and Stoecker, D.K., 2005. Role of feeding in growth and photophysiology of 
Myrionecta rubra. Aquat. Microb. Ecol., 39: 303-312.

2. Myung G., Yih W., Kim H.S., Park J.S., Cho B.C., 2006. Active ingestion of bacterial cells by the 
marine photosynthetic ciliate Myrionecta rubra. Aquat. Microb. Ecol.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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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회로를 이용한 연안역
식물플랑크톤 개체수 변동 예측

박 용 우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연안 환경 생태계에서 식물 랑크톤 이상증식에 따라 인근 주변 해역의 양식시설  생태계에 

많은 환경 인 변화를 래하는 조 발생은 많은 심을 가지는 연구과제 의 하나이다. 일본 
남서해안에 인 한 타나베만은 고 로부터 재까지 일본 휴양지로 알려진 개방형 만으로 만 안

쪽은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리조트  와카야마 의 양식 시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1970년  이후 양식시설이 진주에서 어류로 환과 도시하천의 유출 등으로 매년 조가 발생되

었으며, 특히 여름철에 많은 발생이 나타난 곳이다. 최근의 환경문제  조 방지책으로 발생 
횟수가 감소하 으나, 1995년에 다시 조가 발생함에 따라 1997년부터 교토 학 방재연구소  

긴키 학 수산연구소와 더불어 여름철 조 발생 메카니즘  측 시스템구축 사업이 2003년
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조 발생 측 시스템 개발  용의 하나로 해양에서 다양한 변화에 따라 발생되

는 식물 랑크톤의 개체수 변동  실시간 조 모델링에 신경망 회로를 모델화하여 용한 

를 설명하고자한다.
타나베만에서 여름철 발생하는 식물 랑크톤 측을 해 사용된 ANN(신경망 회로)은 입력
층, 간층, 출력층이 시냅스 결합강도로 연결되어진 3층의 단층형 네트워크로 노드사이의 시냅
스 결합강도 ( W ij

, Z jk)는 학습 과정에서 반복법에 의해서 최 화되어진다. 한 입력층과 증간

층, 간층과 출력층은 미분 가능한 시그모이드(sigmoid) 활성 함수을 사용하여 비선형 입출력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 알고리즘은 결합강도를 오차 법으로 최 화 계산한다 (Rumelhart et. al., 
1986). 입력값으로 수온, 염분, 일사량, 강우량, 용존산소  만입구에서 측된 표층과 층의 
수온차 등을 이용하 고, 출력값은 13종 식물 랑크톤을 규조류와 와편모조류로 나 어서 사용

하 다. 만내의 해양환경 특성이 3~4일과 7~10일 주기를 가지는 외양수의 유입에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만입구에서 측된 수온에서 48시간이내 변화를 가지는 성분을 제거하여 이용
하 다. 1998~2001년까지 자료는 학습과정에 사용되었으며, 2002년에는 측에 필요한 입력자
료  측치와 측치를 비교하 다. 측치와 측치 비교시 최 화된 입력값으로 양염을 

고려하지 않고도 식물 랑크톤 개체수 변동 측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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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35

Factors controlling the growth of summer 
phytoplankton in the southeastern Bering Sea

TaeKeu Rho and Terry E. Whtiledge

Institute of Marine Science,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Shipboard growth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nutrients and 
phytoplantkon in the highly productive area of the southeastern Bering Sea shelf. Nitrate, 
ammonium, Silicate, and Fe were added into 10L polycarbonate bottle. Nutrient, chlorophyll-a,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and particualte organic nitrogen (PON)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daily. Carbon and nitrogen uptake rates were also measured using H13CO3

-, 15NO3
-, 

and 15NH4
+ stable isotope techniques. Nitrogen additions enhanced biomass and carbon and 

nitrogen uptake rates of summer phytoplankton. Biomass, carbon and nitrogen uptake rates were 
higher in the combined addition of silicate and nitrogen than in single addition of nitrogen or 
silicate. There was no apparent change of biomass and carbon and nitrogen uptake rates by the 
addition of Fe in the shelf region, but carbon and nitrogen uptake rates were enhanced in the 
oceanic reg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rowth of phytoplankton was primarily limited by 
the availability of nitrogen, and that silicate may play a seconary role in the growth of 
phytoplankton by modifying the growth of phytoplankton in nitrogen replete condition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growth of phytoplankton may not be limited by the availability of 
Fe in the shelf region, but may be slightly suppressed by the lack of Fe in the ocean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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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36

Satellite observation of spring blooming variation 
influenced by wind stress in the East Sea

김현철1, 유신재1, 오임상2

1한국해양연구원 생태보전연구본부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Remotely-sensed sea surface chlorophyll (SeaWiFS) and wind stress (Quick SCAT) data were 
used to asses the biological response to wind stress in the East Sea. The seasonal dynamics of 
phytoplankton blooms in the East Sea showed a pronounced year-to-year variation as was 
observed from SeaWiFS (1997-2004). The seasonal pattern in chlorophyll concentration in the 
East Sea shows a typical bimodal cycle (spring and fall bloom). This seasonal change in 
phytoplankton growth seems to linked with the seasonal change in the mixed layer depth 
(MLD) which is influenced by the wind. The bloom time shows also considerable differences 
among the southern of the East Sea, the northern, the western and the eastern. 

A significant inter-annual variation exists in the seasonal cycles of chlorophyll concentration 
in the East Sea and can be explained to a large extent by wind forcing. The wind stress was 
weaker during the El Nino years, 1998, 2002, 2003, but the spring bloom was a little earlier 
than other observed years. On the contrary, the wind stress was stronger during the La Nina 
years, 1999 and 2000, and the starting time of spring bloom was a little later at that time.

Spatial differences in the seasonal dynamics of chlorophyll indicate that relative importance 
of the forcing varies spatially. In the southern part of the East Sea, the Tsushima Warm 
Current could be more critical than wind in determining the conditions of spring bloom. The 
inter-annual variation in the forcing that determines phytoplankton dynamics in the East Sea 
might be connected to climate conditions of the North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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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37

해색위성 영상에서 관측된 동중국해 북부해역
하계 클로로필의 분포

김상우, 고우진, 장이현, 야마다게이꼬, 정희동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 해양연구팀

동 국해를 포함한 한국 주변해역의 식물 랑크톤 색소농도의 시공간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하여 NASA의 Goddard Space Flight Center Earth Science 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 
(GES. DAAC)에서 제공하는 Orbview-2/SeaWiFS (Sea-Viewing Wide Field -of- View Sensor) 
월평균 상을 1998-2005년까지 수집하 다. 월평균 상은 Level 3 Standard Mapped Image 

(L3SMI) version-4로서 해상도는 9km 로벌 자료이다. 클로로필 농도는       식
을 이용하 으며, Chl은 chlorophyll concentration (mg/m3), DN은 상의 digital number 이다. 
자료의 처리는 NASA에서 제공하는 SeaDAS (SeaWiFS Data Analysis System) 로그램을 이용

하여 한국 주변해역을 잘라서 클로로필 농도 값으로 환산하여 상을 작성하 다. 
동 국해 주변해역 8월 클로로필의 분포는 체 으로 10 mg/m3 이상의 고농도는 거의 육지
와 연결된 국 륙 연안뿐만 아니라 한국연안에 걸쳐 넓게 분포하 다. 1998년과 1999년에 비
해 2000년부터 한국 남해연안쪽으로의 고농도와 연결되는 형태를 보이고, 2001년, 2002년  

2004년에 1 mg/m3 이상의 고농도가 국연안쪽과 우리나라 제주도 근방까지 지속되어 한국 남
해안과 연계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최근 2004년과 2005년 8월 동 국해 주변 클로로필 

값은 2004년이 2005보다 넓게 분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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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38

해양 미소조류의 광생물학적 수소생성
: 녹조류와 남세균류의 비교

이원호*, 박종우, 김재만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수소 가스는 고성능 연료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석 에 지를 신할 이상 인 체

에 지의 하나이다. 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불가피한 환경문제인 온실효과를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정에 지로 인식되어, 그 동안의 연구개발 결과들이 신속하게 상품화되고 있다. 해양 미소
조류는 수 의 CO2를 고정하는 합성 과정을 거쳐, 유기물과 산소를 생산하는 일차생산자이다. 
합성 환경에서 CO2 공 을 차단하면, 일부 미소 녹조류와 남세균류는 에 지를 이용해 물을 분해

하여 산소와 수소를 발생하게 된다 (A. Mitsui 1975; T. Matsunaga & H. Takeyama 1995; Y. Asda 
& J. Miyake, 1999). 생물학  수소생산 과정을 비교하면, 수  미생물인 녹조류는 물을 직  분해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반면 (Y. Asda & J. Miyake, 1999), 남세균류는 1단계로 물을 분해하고, 2단
계에서 nitrogenase 효소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을 한다 (J. Miyake et al. 1999). 녹조류의 생물학
 수소생산에 여하는 H2ase에는 생산된 수소를 소비하는 작용인 uptake H2ase activity의 문제가 
남아있어, 상업  규모의 량생산을 한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이와는 조 으로, 남세균류
는 우선 합성 조건에서 물과 CO2를 이용하여 세포 내에 탄수화물을 생산- 장하며 발생된 산소는 

세포 밖으로 방출한다. 수소의 생성은 CO2가 제거된 다음 단계에서 N2ase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되
므로 (Patrick C. Hallenberg & John R. Benemann, 2002), uptake H2ase activity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질세포형 세포사를 형성하는 남세균은 물론(공간 으로 수소생산 환경을 산

소로부터 격리시킴), 단독 세포형에서도(하루  산소생성 시간과 환원성 환경인 수소생성 시간 가 

분리되어 있음) 의 two-step 수소생산 과정이 작동될 수 있다. 특히 우수한 클론배양체 확보, 개체
군의 동조화 (synchronization), 특수처리(1%의 CO 첨가 등)  고 도 배양 등의 복합 인 연구개

발을 통하여 수소생산 효율을 지속 으로 향상시킬 경우, 향후 15년 내에 생물학 으로 생산된 수

소가 에 지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측된다.

* 본 연구는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 학술진흥사업 (2005-N-WA03-P-01) 지원비로 수행되었습니다.

1. A. Mitsui. 1975. The utilization of solar energy for hydrogen production by cell free system of 
photosynthetic organisms. pp. 24-31. In, (ed. T.N. Veziroglu) Hydrogen Energy, Part A. Plenum 
Publishing Co. New York.

2. T. Matsunaga & H. Takeyama, 1995. Genetic engineering in marine cyanobacteria. Journal of 
Applied Phycology 7: 77-84.

3. Y. Asda & J. Miyake, 1999. Photobiological Hydrogen Production.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engineering. Vol.88, No. 1, 1-6.

4. J. Miyake et al. 1999. Biotechnological hydrogen production : reasearch for efficient light energy 
conversion. Journal of Biotechnology 70, 89-101.

5. Patrick C. Hallenberg & John R. Benemann, 2002. Biohydrogen production ; fundamentals and 
limiting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7, 1185-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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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01

갯벌을 이용하는 쥐노래미와 조피볼락의 섭식생태

서인수, 홍재상

(주)해양생태기술연구소,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갯벌생태계를 이용하는 쥐노래미와 조피볼락에 해 1)자연상태에서 두 종이 섭이하는 먹이의 
생물다양성과 2)크기에 따른 먹이생물의 변화양상과 종 상호간의 먹이경쟁 양상을 악하 다. 
쥐노래미의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먹이생물은 총 99종, 4,099개체, 46.4 gWWt을 나타내었
다. 출  종수, 개체수  생체량은 갑각류가 65종, 3,844개체, 32.8gWWt으로 가장 우 하 다. 
특히 갑각류 에서 단각류는 총 3,240개체가 에서 발견되어 가장 선호하는 생물임을 악하
다. 한편 크기군에 따라서 150mm이하의 ･소형 어류는 97개체가 분석되었고, 에서 발견된 

먹이생물은 87종, 3,630개체, 17.0gWWt을 나타내었다. 이  갑각류가 60종, 3,462개체, 
13.9gWWt으로 가장 다양하 고, 생물량도 높았다. 반면 150mm이상의 형 어류는 24개체가 
분석되었고, 54종, 469개체, 29.4gWWt의 형 서동물이 발견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생물학
 특성을 기 로 임의로 구분된 크기군의 먹이생물에 하여 χ2-test를 실시한 결과, 각각의 크
기군이 섭식한 먹이생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한 먹이생물의 차이를 유발하는 

크기군은 150㎜이상의 개체이었고, 요 생물군은 새우류, 단각류, 다모류  게류임을 악하
다. 
조피볼락의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총 49종, 2,187개체와 97.4 gWWt의 형 서동물이 발

견되었다. 출  종수, 개체수와 생체량에 있어서 쥐노래미와 동일하게 갑각류가 33종, 2,148개체, 
49.1 gWWt으로 가장 우 하는 생물군이었다. 특히 개체수에 있어서 곤쟁이류는 총 2,018개체가 
출 하여 가장 선호하는 생물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크기군에 따라서 120mm이하의 ･소형 

어류는 총 33개체가 분석되었고, 먹이생물은 24종, 313개체와 3.1 gWWt을 나타내었다. 이 가운
데 갑각류가 18종, 305개체와 2.7 gWWt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120mm이상의 형 어류는 69
개체가 분석되었고, 42종, 1,874개체와 94.3 gWWt의 먹이생물이 출 하 다. ･소형 어류와 

동일하게 갑각류가 29종, 1,843개체와 46.6 gWWt의 생체량을 나타내 가장 높은 생물량을 보
다. 이상에서와 같이 임의로 구분된 크기군의 먹이생물에 하여 χ2-test를 실시한 결과, 각각의 
크기군 어류가 섭식한 먹이생물의 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01), 먹이생물의 차이
를 유발하는 크기군은 120mm이하의 개체이었다. 
결론 으로 이들 두 종은 생물학  계  분포양상과 서식처 등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나, 섭식
하는 먹이생물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 먹이생물을 기 로 두 종간의 먹이 복도를 악한 결

과에서도 낮은 값을 보 고, 특히 가장 요한 먹이생물이 각각 단각류와 곤쟁이류로 구분되기
도 하 다. 따라서 두 종이 갯벌이라는 유사한 서식처를 이용하면서도 먹이자원에 한 분할 구
조(resource partitioning)를 가지고 있음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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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02

월성 연안 어류군집의 계절별 분포특성 
및 어구별 어획자료 비교

Seasonal variation in Species Composition of Demersal Fish and 
catches on the selectivity of the Fishing Gear in the Wolsong Area

길준우, 선영란, 박석순, 김영섭*, 김종빈*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팀

월성 주변해역에서 채집된 어류의 종조성  정 간의 군집구조를 악하기 하여 2004년 3
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계 별로 소형 인망(otter trawl)을 사용하여 채집하 다. 조사 기간 동
안 채집된 어류는 총 39종이었으며, 7,561개체, 363,091.6g의 어류가 채집되었다. 출 종수는 동

계에 22종으로 가장 다양하 으며, 생물량은 춘계에 가장 풍부하 다. 
출 종  기름가자미(Glyptocephalus stelleri)는 3,755개체, 47,407.5g으로 체 개체수의 

49.7%, 체 생체량의 13.1%를 차지하여 우 하 다. 그 다음으로는 밴댕이(Sardinella zunasi), 
도루묵(Arctoscopus japonicus), 물메기(Liparis tessellatus), 꼼치(Liparis tanakai), 황아귀
(Lophius litulon)로, 이들 6어종이 체 개체수의 93.2%, 체 생체량의 91.2%를 자치하 으며, 
본 조사기간  4계  모두 우 으로 출 하 다. 계 에 따른 종다양성지수(H')는 개체수를 
상으로 한 경우에는 0.54～1.29범 를, 생체량을 상으로 한 경우에는 0.73～1.73범 를 보

으며 춘계가 타 계 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우 종으로 나타난 기름가자미의 체장 

범 는 6.0～25.0 cm (Mean±SD, 12.7±3.4 cm)이었으며, 추계에 집 으로 출 한 밴댕이의 체

장 범 는 10.0～12.5 cm (Mean±SD, 11.3±0.4 cm)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소형 인망에 어획된 어류 가운데 2회 이상 출 한 13종을 상으로 Jaccard 
유사도 지수를 계산한 결과, 유사도 0.65 수 에서 다섯 무리가 구분되었다. 무리 ‘A’는 빨간횟
로 동계와 하계를 제외한 계 에 출 한 종으로 구성되었으며, 무리 ‘B’는 꼼치와 비늘치로 
춘계부터 수온이 높은 시기인 하계까지 출 한 종으로 구성되었다. 무리 ‘C’는 밴댕이 1종으로 
춘계와 하계에 제외한 계 에 출 하 으며 주로 추계에 집 으로 출 한 종이 으며, 무리 
‘D’는 통치, 쥐노래미, 청어로 동계에서 춘계까지 출 한 종들로 구성되었다. 무리 ‘E'는 용가자
미, 물메기, 기름가자미, 문치가자미, 황아귀, 5종으로 이들 어종은 조사기간 동안 거의 지속 으

로 출 한 종들로써 조사 지역의 주거종(resident species)으로 단된다. 계 별 어류의 군집구조

를 분석하기 해 주성분 분석한 결과, 계 별 뚜렷한 차이를 보 다. 
월성 주변해역의 어류의 효율 인 어획량 조사를 한 어구별(소형 인망, 통발  자망) 어획
자료를 살펴보면, 출 종수에서는 인망이 다른 어구에 비해 동계에 다양한 종들이 채집되었다. 
통발은 다른 어구에 비해 채집종수가 었다. 개체수와 생체량에서 4계  모두 인망 어구가 자

망과 통발에 비해 많은 생물량이 채집되었다. 월성 연안 어류군집의 어구별에 따른 어획량은 능
동어구인 소형 인망이 수동어구인 자망과 통발에 비하여 많은 어획량이 채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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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주변해역에 출현하는 반딧불게르치
(Acropoma japonicum)의 식성

허성회1, 박주면1, 추현기1, 백근욱2

1부경대학교 해양학과, 2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반딧불게르치(Acropoma japonicum)는 반딧불게르치과(Acropomatidae)에 속하는 어종으로 우
리나라 주변해역, 동 국해, 일본 남부해역의 수심 50～200m의 서환경에 주로 분포한다. 
반딧불게르치의 식성을 조사하기 하여 2005년 1월에서 12월까지 고리주변해역에서 소형기
선 인망(small otter trawl)을 이용하여 매월 시료를 채집하 다. 시료는 선상에서 10% 포르말린
으로 고정한 뒤 실험실로 운반하여 각 개체의 체장(cm)과 체 (g)을 측정한 뒤 각 개체에서 를 
분리하 다. 그리고 각 개체의 내용물을 해부 미경을 통하여 분석하 다. 에서 발견된 먹이

생물은 건조기에서 80°C로 24시간 건조한 뒤 건조 량을 측정하 다. 내용물 분석결과는 각 

먹이생물에 하여 개체별 출 빈도수(frequency of occurrence), 먹이생물의 개체수비, 건조 량

비, 먹이생물의 상 요성지수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반딧불게르치는 총 737개체 는데, 체장은 2.4～10.3 cm SL 범 다. 반딧
불게르치의 가장 요한 먹이생물은 요각류(Copepoda) 다. 다음으로 새우류(Caridea), 어류
(Pisces)가 비교  많이 섭이되었으며, 그 외 난바다곤쟁이류(Euphausiacea), 화살벌 류

(Chaetognatha), 단각류(Amphipoda), 곤쟁이류(Mysidacea), 게유생(Brachyura larvae) 등이 내
용물  발견되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다. 요각류 에서는 Calanus sinicus와 Acartia omorii
가 많이 섭이되었고, 새우류 에서는 둥근돗 기새우(Leptochela sydniensis)가 많이 섭이되었
다.
반딧불게르치는 성장함에 따라 먹이생물의 종류가 변하 는데, 체장 5cm 미만의 작은 개체는 
요각류를 주로 섭이하 고, 체장 5cm 이상의 큰 개체는 새우류를 주로 섭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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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structure and the evolutionary history of the 
North Pacific chum salmon populations 

김고은, 이윤호, 정다금, 강거영, 정웅식, 성기백1, 강수경1, 김수암2

한국해양연구원, 1국립수산과학연구원, 2부경대학교

Chum salmon populations are widely distributed in the North Pacific. To find influence of 
historical events on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of the North Pacific chum salmon, we analyzed 
the 730bp region of mtDNA, COIII-ND3-ND4L, from a total of 201 individuals, 48 from 
Korea, 44 from Japan, 45 from Alaska, 29 from Canada, 20 from the United States and 15 
from Russia. These sequences comprised 51 different haplotypes. There were four major 
haplotypes: haplotype A was found most of the Korea and Japan salmons, haplotype B was 
from the majority of Canada, Alaska and Russia salmons, haplotypes C and D were specific to 
America and Korea salmons, respectively. Such association of the haplotypes with geographical 
distribution was supported by the haplotype network constructed by TCS analysis. Fst and 
AMOVA analyses of the populations showed clos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populations and that among Canada, Alaska and Russia populations. Nested clade analysis 
(NCA) using the GeoDis program which analyzes spatial distribution of genetic variance in 
terms of phylogeography summarized the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evolutionary 
history of the chum salmon populations in the North Pacific as Past fragmentation and/or long 
distance colonization. This result could be explained by the glaciation event in the North 
Pacific during the Pleistocen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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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clay and the respiration of 
farmed black rockfish, Sebastes schlegeli

서경석1*, 김종욱2, 김완수2, 이창규1, 이 윤1

1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팀,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

Harmful algal bloom (HAB) has brought such anenormous economical damage in the world. 
As an effective mitigation technique, yellow clay dispersion has been widely used in Asia. 
However, the impact by clay on the local ecosystem should be considered. The changes on the 
animal physiology such as biological rhythm would be a good indicator showing the ecological 
impact of the clay dispersion, if any. This study documented the impact of the clay treatment 
in the oxygen consumption rhythm of black rockfish, as the first time ever, using an automatic 
intermittent-flow- respirometer (AIFR) that allows for a long-term measurement. The oxygen 
consumption of black rockfish was relatively decreased at the subjective day and increased at 
the subjective night with interruptions by concurrent circatidal rhythms as typical in black 
rockfish. The oxygen consumption rate was various as 0-8 mL, O2/g,ww/hr, but its amplitude 
was mostly about 3 mL O2/g,ww/hr. The low concentration of clay (0.25%, 0.05% and 1.25%) 
did not affect on the rhythm of the oxygen consumption by black rockfish; the oxygen 
consumption of black rockfish was raised but it was within the fluctuation range of the 
stabilization period, and the oxygen consumption had been recovered to the original level, right 
after the clay treatment. One black rockfish in 1.25% of clay treatment and all in 6% treatment 
consumed more dissolved oxygen and made a increase trace of the oxygen consumption. Even 
high amount of clay treatment did not cease the biological rhythm of the black rockfish. 
Because the general amount of clay used in field is less then 0.04%, it is assumed that the clay 
dispersion might not affect to the biological rhythm of black rockfish, at least. Moreover, the 
scattered clay in the local open sea might diminish the effect on the animal eve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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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tion in Species Composition and 
Abundance of Fish in an Eelgrass Bed of Aaenggang 

Bay, Korea

허성회, 황원진, 곽석남*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및 해양과학공동연구소*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characterize the species composition of fishes of an eelgrass bed and 
to determine seasonal variations in abundance of fishe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factors. Species 
composition and abundance of fishes were investigated by a small beam trawl throughout 2005 within 
an eelgrass bed in Aaenggang Bay, Korea. A total of 53 species of fishes were collected. The 
dominant fish species were Rudarius ercodes, Hypodytes rubripinnis, Pseudoblennius cottoides, 
Takifugu niphobles, Syngnathus schlegeli, Pholis nebulosa, Hexagrammos otakii, Pseudoblennius 
percoides, Ditrema temmincki, Acanthogobius lactipes, and Leiognathus nuchalis and these 
accounted for 90% of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Acentrogobius pflaumi, Acanthogobius 
flavimanus, Chaenogobius heptacanthus, Acentrogobius pellidebilis were also found. These were 
primarily small fish species or early juveniles of larger species. Seasonal variation in both species 
composition and abundance was large: the peak number of individuals of fishes occurred in March 
2005, August 2005, and September 2005, while biomass was highest in March 2005. Fish numbers as 
well as biomass were lower in January 2005 and December 2005. Seasonal changes in the abundance 
of fishes corresponded with that of eelgrass biomass and abundance of food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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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ellogenesis of the Juvenile rockfish, Sebastes 
schlegeli Exposed to 4-Nonylphenol

Un-Gi Hwang, Young-Sang Seo, Yong-Hwa Lee,
Hee-Gu Choi*, Min-Gyu Choi*, Jun Yoo*, Jung-Min Shim,

Young-Sook Kim, Jae-Dong Hwang, Seok-Hyoun Yoon

Ea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Gangneung 210-861.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Team,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Busan 619-903, Korea

In recent years, remarkable concern has been emerged over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 which mimic the effects of the steroid hormone and modulate the endocrine functions 
of human and wildlife. The biodegradation products of surfactants such as nonylphenol (NP) 
have been regarded as EDCs. However, only few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DCs on vitellogenesis in marine fish. In marine teleosts, as in other oviparous 
vertebrates, vitellogenesis is an important reproductive function which allows the storage of egg 
yolk proteins. We used rockfish as experimental fish that is an excellent indicator of coastal 
environment pollution, because this fish is fairly stationary in the coastal rock area.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the effects of 4-NP on the vitellogenesis of juvenile rockfish, Sebastes 
schlegeli..

Juvenile rockfish weighing about 50g were intraperitoneally injected with estradiol-17β (E2, 5
㎎/㎏ body weight) or 4-NP (4-t-nonylphenol hydroxyl, Fluka) (0, 10, 50, 100 and 200 ㎎/㎏ 
body weight) in 70% ethanol twice at 3-day intervals and blood sampling were extracted from 
the fish at 7 days after the last injection. Plasma was separated by centrifugation and frozen at 
-20°C until analyzed for the vitellogenin band by SDS-PAGE. Alkaline-labile protein 
phosphorus (ALPP), calcium (Ca),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GPT) concentrations were 
also examined using commerically available kit. Estrogen receptor (ER) competitor screening kit 
(ELISA) was applied to examining the binding affinity of 4-NP to ER

Intense VTG bands were detected at molecular weight position of about 170kDa in all the 
plasma of 4-NP-administrated fish as that of E2-administered fish. Also, plasma ALPP, Ca and 
GPT concentrations were suddenly increased in all the group of 4-NP-administered fish. The 
addition of 4-NP to the wells inhibited the binding activity E2 to ER in a converse sigmoid 
fash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4-NP induced VTG synthesis by the binding affinity 4-NP 
to ER and acted on EDCs in the juvenile rock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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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od pathway of Nemopilema nomurai 
(Scyphozoa: Rhizostomeae)

이혜은1,2, 김향임1, 윤원득1, 임동현2, 장수정2

1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팀, 2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팀

The giant jellyfish, Nemopilema nomurai is mainly occurred in the East China Sea, Yellow Sea, 
South Sea, and East Sea of Korea from the late spring to the beginning winter. Their mass occurrence 
caused severe damage not only to fisheries but also to swimmers in Japan as well as in Korea. This 
kind of mass occurrence consecutively happened in 2003, 2004 and 2005. N. nomurai seemed to feed 
on zooplankton including fish eggs and larva, then affecting from the bottom to the top of regional 
marine ecosystem.

To elucidate the food pathway, N. nomurai was fed with Artemia naupli (within 24 hours after 
hatching) with excessive concentration. Tentacles, cirri, oral arms, scapulets were used 
simultaneously and independently in feeding. They captured preys in a short time in large quantity. 
The prey, Artemia naupli, paralysed as soon as they touched to nematocyst. Some of Artemia naupli 
captured by oral arm and scapulets's tentacles and cirri were not ingested but settled down to the 
bottom without further use as food. 

The cirri are club-shaped and located around marginal parts of oral arms and scalpulets. These 
numerous cirri are located around small holes which are merged into one main tube upward in each 
oral arm. Each main tube joins at manubrium and connected to the central stomach, where the foods 
are digested by gastric filaments. 

The central mouth which is absent in N. nomurai adult exists in the early developmental stage, i.e. 
polyp and ephyra. They use tentacles and cirri for feeding as the adults do, but having no holes or 
tubes, the particle moves directly from the tentacles and cirri to the central mouth. At the end of 
ephyral stage, the central mouth fuses and disappears leaving 4 slits, holes and tubes are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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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이 보름달물해파리(Aurelia aurita)의
polyp에 미치는 영향

이석현1, 윤원득1, 임동현2

국립수산과학원, 1해양연구팀, 2유해생물팀

 세계 으로 리 분포하는 보름달물해 리(Aurelia aurita)에 해 온도, 염분, 조건 등의 

생태  요인에 한 실험은 이루어졌지만, 속 등 환경오염에 한 실험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속(구리, 카드뮴, 납)이 보름달물해 리 polyp의 생존, 무성생식, 재부
착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실험에 사용된 속 농도의 기 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 환경

연구 에서 조사한 마산만 속(구리, 카드뮴, 납) 연평균 농도를 이용하 다. 
비실험을 거쳐 구리는 0.01268 (Cu-1), 0.1268 (Cu-2), 1.268 ppm (Cu-3)로 카드뮴은 0.130 

(Cd-1), 1.30 (Cd-2), 13.0 ppm (Cd-3)로 납은 0.100(Pb-1), 1.00 (Pb-2), 10.0 ppm (Pb-3)으로 농
도 구배를 설정하 다. 온도 20°C(±0.5), 염분 34psu, 조건 12:12h을 유지하 고. 먹이는 
Artemia sp.를 사용하여 10일 동안 polyp의 생존, 무성생식, 재부착을 해부 미경으로 찰하

다. 
생존율을 보면 구리는 각각 100%, 80%, 0%의 생존율을 보 고 카드뮴은 100%, 87%, 0% 납
은 100%, 84%, 57%의 생존율을 보 다. 무성생식은 실험시작 3일째 Pb-1에서 최 로 나타나 

최종 으로 200% 이상의 무성생식을 보 지만 Control, Cu-1, Cd-1에선 140%정도로 서로 비슷
하게 나타났고 그 이외의 조건에서는 아주 미약하 다. 재부착은 Control, Cu-1, Cd-1, Pb-1에서
는 93%이상의 재부착을 보 고, Cu-2는 70%, Cd-2는 83%, Pb-2는 63%, Pb-3에서는 40%의 재
부착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구리는 0.1 ppm, 카드뮴 1.3 ppm 이상에서는 생존율  무성생식과 재부착의 
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납의 경우 실험 조건에서 다른 조건에 비해 생존율에는 큰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1 ppm 이상에서는 무성생식  재부착의 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55

BP-10

마산만 보름달물해파리 유생의 수층별 분포와 계절적 개체군 변이

이우진, 신경순, 장민철, 현봉길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기능연구사업단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최근 몇 년 간 마산만 보름달물해 리(Aurelia aurita)의 부유단계인 해
리의 직경과 개체수의 월별 변화 그리고 라 라 유생의 발생 시기에 한 자료를 꾸 히 축

하여 왔다. 그러나 해 리는 수 에 부유하는 부유생활단계(medusa stage)와 질에 고착하여 
생활하는 폴립단계 (polyp stage)가 연속 으로 동시에 존재하므로 부유생활단계에 한 연구만

으로는 보름달물해 리의 반 인 생태를 알기에는 부족한 이 있다. 물론 실험에 의해 폴립
단계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연안에서 국내 보름달물해 리의 유성생식에 의

해 발생한 라 라 유생이 고착․변태를 거쳐 폴립으로 발생하는 개체수의 월별 변화와 수층별 

변화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보름달물해 리의 자생지인 마산만에서 보름달물해 리가 성 으로 성숙단계에 어드는 7월
부터 에피라 유생이 발생하는 이듬해 3월까지 라 라 유생이 고착․변태하여 폴립으로 가입하

는 개체수를 악하고 보름달물해 리 폴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 과 수심을 알아보기 하

여 마산만의 정 에 부착 을 설치하여 찰했다. 부착  실험 결과 마산만의 조사정 에서 보

름달물해 리의 유성생식에 의해 발생한 라 라 유생이 고착․변태하여 폴립으로 발생하는 시

기는 주로 8월 순에서 11월 말까지 이었다. 한 폴립의 발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8월 
순부터 9월 순까지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라 라 유생이 부착 에 고착․변태하여 폴립으로 

발생하는 개체수가 증가하 다. 그러나 라 라 유생의 고착․변태가 가장 활발한 10월 말부터 
11월 순까지는 마산만 조사정 의  수층에서 폴립의 발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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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between Oceanographic Conditions and Mass 
Occurrence of the Giant Jellyfish (Nemopilema 

nomurai) in the Northern Part of the East China Sea 
in Summer 2005

양준용1, 장수정2, 윤원득1, 임동현2

국립수산과학원, 1해양연구팀, 2유해생물팀

There has been recently a dramatic increase in biomass of the giant jellyfish causing marine 
ecosystem degradation and fisheries damage in the marginal seas of the Northwest Pacific.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food abundance, temperature, salinity, and light are generally 
important in the developing stage of jellyfishes. However, the aggregation and movement of the 
populations is more dependent on ocean currents and wind.

A large bloom of the giant jellyfish was first reported in Japanese waters and has been 
recorded in the East China Sea (ECS), the Yellow Sea, the East/Japan Sea (Omori, 2004). 
Kawahara et al.(2006) suggested that the northeastward Taiwan-Tsushima current is likely to 
play a pivotal role in appearance of the jellyfish in Korean and Japanese waters subjectively 
using the schematic diagram of current system in the ECS and the East/Japan Seas. By the 
analyses of SeaWiFS ocean color images, surface salinity distribution, and the survey of 
appearance of the jellyfish in summer 2005, we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Changjiang 
Diluted Water (CDW) and mass occurrence of the giant jellyfish in the northern part of the ECS. 

According to 8-day ocean color images of SeaWiFS in August 2005, the CDW flowed 
northeastward from mouth of the Changjiang River to Jeju Island. Southerly wind in the first 
half of August seemed to be favorable for the northeastward flow. The CDW path from ocean 
color images was agreed well with that from surface salinity distribution around Jeju Island at 
the same period. Low salinity water corresponding to the CDW occupied far south-southwest and 
north-northeast with minimum salinity of about 29 psu. The giant jellyfishes were found at all 
the stations where the CDW arrived in August 2005. In other areas, there were some stations 
where they were not detected. Furthermore, Chinese survey report says that density of the giant 
jellyfish in the northern part of the ECS close by the Changjiang River was the highest in June 
2005. These facts strongly suggest that the giant jellyfishes around Jeju Island were transported 
along with the CDW. That is, one of the origins of the giant jellyfishes in Korean waters is 
likely to be the Chinese coastal waters.

Kawahara, M., S. Uye, K. Ohtsu, and H. Iizumi, 2006. Unusual population explosion of the giant 
jellyfish Nemopilema nomurai(Scyphozoa: Rhizostomeae) in East Asian waters. Mar. Ecol. Prog. 
Ser., 307: 161-173.

Omori, M. A. and M. I. Kitamura, 2004. Taxonomic review of three Japanese species of edible jellyfish 
(Scyphozoa: Rhizostomeae). Plankton Biol. Ecol., 51(1):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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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구역과 반 폐쇄성 내만인 마산만의
섬모충플랑크톤의 현존량 분포

이재도, 신경순, 1이원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해양생태기능연구단
1경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본 연구는 담수와 해수가 잘 혼합되는 활한 기수구역의 형태인 섬진강 하구역과 수괴의 이

동이 제한되어 각종 생활하수  쓰 기 등의 유출로 부 양화 상이 빈번한 반 폐쇄성 내만인 

마산만에서 섬모충 랑크톤 군집의 존량을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 기간 동안 섬진강 하
구역의 평균수온은 18.7 °C, 평균염분은 26.7 psu을 보 다. 마산만에서 평균수온은 16 °C, 평균
염분은 31.8 psu을 보 다. 섬진강 하구역의 엽록소-a 값은 평균 1.98 ㎍/ℓ로 나타났고 마산만의 
경우는 평균 4.89 ㎍/ℓ로 나타나 섬진강 하구역에 비해 마산만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산만
의 정  M1은 겨울철을 제외한 다른 계 에서 높은 존량을 보 다. 이는 정  M1에서 
Myrionecta rubra (=Mesodinium rubrum) 이 하계에 매우 높은 출 량을 보 기 때문이다. 섬진
강 하구역에서 섬모충 랑크톤이 수온과 자가 양 미소편모류와 높은 상 성을 보 다. 마산만
에서는 섬모충 랑크톤은 염분과 음의 상 계, 자가 양 미소편모류와 박테리아와 매우 높은 

상 성을 보 다. 따라서 섬진강 하구역에서는 수온, 마산만에서는 염분이 섬모충 랑크톤의 

존량 분포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되며 한 두 수역에서 모두 먹이생물과 높은 상 계

를 보이고 있어 먹이생물 농도 한 존량 분포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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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요각류 개체군에 대한 PCBs의 영향

김찬국, 김종현, 박건호, 이규태, 이정석, 이종현

(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환경에 유입된 유해물질의 생태계 향을 평가하기 해서 다양한 생물학  평가기법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서환경에 존재하는 속, 유기오염물질 등 유해물질들의 최종 인 

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 퇴 물의 오염 향은 서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연안환경에 서식하는 

부분의 생물 군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퇴 물

의 생태계 해성을 평가하기 한 목 으로 다양한 생물검정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퇴 물 생

물검정기법으로 가장 리 이용되는 것은 단각류(amphipod)를 이용한 생존, 성장  생식 향평

가시험법이다. 단각류 생존 시험법의 경우 단기 으로는 10일간 배양이 필요하여 비교  짧지만 

생식 향의 경우 보통 40일 이상 걸리고, 개체군 수 에서의 향 평가는 보통 100일 이상 수행
되어야 하므로 긴 시험기간이 요구되는 단 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단각류와 더불어 표 인 서생물군의 하나인 Harpacticoid 요각류인 Tisbe 

sp.를 이용하여 개체 수 에서는 단기 생존 향 뿐만아니라 장기 성장, 생식 향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개체군 수 에서의 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정법 개발을 목 의 일환으로 몇

가지 비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 다. 시험생물은 부화후 크게 Naupliar 단계, Copopdid 
단계 그리고 성체 단계의 3 단계의 생활사 단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찰되었고, 각 단계마다 수 
회의 탈피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하 다. 시험생물은 23도에서 배양후 10 - 12일이 경과하면 생식
가능한 성체로 자라나며, 암컷의 경우 수 십개의 알을 후미에 차고 다니며 하루에 10 - 20여 마
리의 neonate를 산란을 하 다. 세 농도의 PCBs로 인 으로 오염퇴 물( 조구, 1, 10, 100 
mg/kg)에 neonate를 넣고 30일간 배양한 후 퇴 물을 0.063 mm의 체로 쳐서 시험생물을 회수한 
실험에서 증가한 개체수는 조구에서 평균(±표 편차) 199±116 마리로 가장 많았고, 1 mg/kg
에서는 68±59 마리, 10 mg/kg에서는 19±28 마리, 100 mg/kg에서는 3±5 마리로 농도에 따라 유
의하게 감소하 다. 이와 같은 비실험을 통해 Tisbe sp.은 퇴 물의 PCBs 오염정도를 반 할 

수 있는 시험생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고, 향후 온도나 먹이, 암모니아 농도와 같은 
환경요인에 한 내성범 , 최 조건에서의 생존, 성장, 생식 능력 규명  다양한 유해물질에 
한 민감도 평가 등의 추가실험을 통해 표 화된 시험기법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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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escription of Mormonilla phasma Giesbrecht 
(1891) from the Northeastern Pacific

조규희1, 김웅서2, 이원철1

1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

The order Mormonilloida for the Giesbrechtian family Mormonillidae was established by 
Boxshall (1979). Two species of Mormonilla, M. phasma Giesbrecht and M. minor Giesbrecht, 
comprise the entire order Mormonilloida (Boxshall, 1979). Boxshall(1985) described the 
skeletomusculature and external morphology of the feeding apparatus of adult females of 
Mormonilla. Males of Mormonilla were described in detail separately (Huys et al., 1992). Both 
species were reported at depths of 400 ～ 4000 m and from many localities such as the 
Arabian Sea, the eastern Indian Ocean, the Gulf of Aden, the southernmost parts of the Red 
Sea and the western Pacific (Beckmann, 1984; Lian and Qian, 1984; Huys et al., 1992). 

During a survey of zooplankton community in the northeastern Pacific by KORDI(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the specimens of Mormonilla were collected 
between 155 and 4,000 m depth at a station (10°30′N, 131°20′W) on 24 July 2005. The 
specimens of Mormonilla were identified as M. phasma. As a result, the distribution area of M. 
phasma extended to the northeastern Pacific. Present study also provided a redescription of M. 
phasma based on the newly sampl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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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uspended sediment on marine 
plankton community

Joong-ki Choi, Sun-young Kim, Ji-ho Seo, Man-ho Yoo, 
Young-ju Lee and Hyu-chang Choi

Department of Oceanography, Inha University

The effects of suspended sediment(SS) on the marine plankton community were investigated 
at surface water in a coastal area of Yellow Sea on 30 November and 27 December, 2005. The 
pumping up SS from sea-bed was conducted using dredge boat in field experiment and we used 
pre-treated fine clay as SS which was added in seawater sample for laboratory experiment. 
Phytoplankton abundance was slightly increased after pumping from sea-bed because of inflow 
of phytoplankton with supplying of SS from bottom water. But, at a distance from pumping 
site, phytoplankton abundance was similar to that of before pumping. After supplying SS from 
sea-bed to surface water Euphotic depth which was possible to photosynthesize was decreased 
and extinction coefficient was increased in water column. As a result of changing of optic 
condition in water mass, the photosynthesis of phytoplankton was decreased 46.8% on 
November and 68.0% on December. Zooplankton abundance was slightly decreased after 
pumping but it recovered as time goes on. Although ciliate and heterotrophic dinoflagellate 
abundances were decreased, nanoflagellate and bacteria abundacne were increased at pumping 
site when the supply of SS began, The abundance of these group, at a distance of 70m from 
dredge boat, was similar to that of before pumping conducted. In laboratory experiment, the 
assimilation rate of phytoplankton was decreased as increasing of SS by supplying fine clay. 
The mortality and grazing pressure of zooplankton was not influenced within the 500ppm of SS 
concentration. Bacteriovoric ciliates was not influenced by supplying SS, but ciliates which was 
composed of thin cell membrane was influenced by it when exposed to over 4 hour. 
Consequently, this study showed that increased SS in the ocean had an influence on plankton 
community and especially phytoplankton was more influenced by increasing SS than other 
plankton group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MOMAF in 2004 a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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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폐쇄생태계를 이용한 부유생물그룹 변동 연구
Planktonic groups response to enhanced nutrient(Nitrate and 

Phosphate) input - a mesocosm study

홍현표1*, 송태윤1, 유정규1, 명철수1

1(주)이엔씨기술연구소

새만  방조제 외측에서 형폐쇄생태계를 활용하여 2005년 11월 19～28일 동안 10일 간 
양염(N,P) 첨가에 따른 각 부유생물 그룹(박테리아, 식물 랑크톤, 섬모충, 동물 랑크톤)의 변동
을 살펴보았다. 실험 시작 직  실험 해역의 N/P는 90으로 P 제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실험구는 양염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와 질산염을 첨가한 N 첨가구 그리고 인산염을 첨가한 

P 첨가구로 나 었다. 실험 기간  수온은 11.52～12.62°C(평균 11.96±0.31°C) 범 으며 염분

은 31.93～32.73psu(평균 32.44±0.16psu)의 범 로 안정 된 수온  염분 변화를 나타내었다. 엽
록소 a 는 조구에서 0.44～1.1㎍/ℓ(평균 0.62㎍/ℓ) 범 으며 N 첨가구에서는 0.30～0.70㎍/
ℓ(평균 0.54㎍/ℓ) 범 를 나타내었다. 한 P 첨가구에서는 0.40～0.90㎍/ℓ(평균 0.63㎍/ℓ) 범
로 세 실험구 모두에서 낮은 엽록소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N 첨가구에서는 6일째까지 감소
하다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P 첨가구에서는 6일째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P 첨가구에서는 인산염 첨가에 따른 식물 랑크톤 증가와 이에 따른 인산염의 감

소가 발생하 다. 박테리아의 존량 분포를 살펴보면 조구에서는 0.5～1.89 x108cell/㎖(평균 
1.23±0.5 x108cell/㎖) 범 으며 N 첨가구에서는 1.29～2.37 x108cell/㎖(평균 1.86±0.32x108cell/
㎖) 범 고 P 첨가구에서는 0.96～3.73 x108cell/㎖(평균 2.10±0.89 x108cell/㎖) 범 를 나타내

었으며 경과시간에 따라  실험구에서 박테리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박테리아와 양원이 되
는 DOM과의 계를 살펴보면 조구  N 첨가구에서는 박테리아 증가에 따라 DOM의 감소가 
발생하여 기존의 DOM을 이용하여 박테리아 존량의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P 첨가구에
서는 DOM 증가와 더불어 박테리아 존량도 증가하 다. 그러나 DOM과 엽록소간에 특별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아 식물 랑크톤으로부터 DOM 공 보다는 섬모충류나 동물 랑크톤의 식

물 랑크톤 섭이과정에서 발생한 DOM이 P 첨가구에서 DOM 증가에 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섬모충류의 존량 분포는 조구에서 142～6,144cells/ℓ(평균 1,291±2,164cells/ℓ) 범 를 나타

내었고 N 첨가구에서는 0～1,324cells/ℓ(평균 347±463 cells/ℓ)의 범 고 P 첨가구에서는 35
0～3,233cells/ℓ(평균 1,171±957cells/ℓ)로 5일째까지 지속 인 존량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이

후 격한 존량 증가를 나타내었다. 기 존량 감소 구간은 식성 섬모충류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존량 증가 구간에서는 박테리아 식자로 구성되었다. 이는 양염 증가에 따른 식물 랑크

톤 존량 증가가 미약하여 이를 먹이원으로 하는 식자의 경우 격한 존량 감소를 나타내었

으나 이후 박테리아 농도의 증가로 박테리아 식자의 격한 존량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험 당시 해역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인산염의 공 은 미세생물먹이망을 통해 먹이

망에 속하는 분류군들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62

BP-17

아산만 해역 춘계 대증식 기간의 플랑크톤 동태

이창래, 박 철, 양성렬1, 신용식2

충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1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서해 아산만 해역의 춘계 증식기간 동안 출 하는 식물 랑크톤과 형동물 랑크톤의 군집 

동태를 살펴보기 해 2005년 2월 순부터 2005년 6월 까지 약 2주간의 채집간격으로 5개 
정 에서 표층부터 층까지의 수층을 상으로 동․식물 랑크톤을 채집하 다. 표층에서 
Chlorophyll-a 농도는 조사기간 동안 2.52-44.32㎍/ℓ의 범 를 보 다.  조사시기동안 2월 
순에 만 안쪽에서 44.32㎍/ℓ로 가장 높았으며, 10㎍/ℓ이상의 높은 농도가 3월 순까지 유지되
었다. 이후 4월 한 달 동안 10㎍/ℓ이하의 낮은 농도를 유지하다 5월로 어들면서 10.0㎍/ℓ 이

상으로 다시 증가하 다. 만 앙에서의 Chlorophyll-a 변화는 만 안쪽과 유사한 경향을 보 으

나, 평균 으로 상 으로 낮은 농도를 보 고, 만 바깥에서는 조사기간 내내 10㎍/ℓ 이하의 

낮은 값을 보 다. 만 안쪽에서는 2월 순과 5월 순에10.0㎍/ℓ 이상의 값을 보이는 2번의 
peak가 있었으며, 동계에 시작된 증식은 약 한달 정도 지속되었다. 식물 랑크톤 개체수(cell/
㎖)는 Chlorophyll-a 농도가 가장 높은 2월 순보다는 오히려 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3월 순에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개체수 분포는 Chlorophyll-a의 두 번째 peak 시기와 일치하 다. 
형 동물 랑크톤의 평균 출 량은 188-3,191 indiv./㎥ 범 로 2월 순에 가장 낮았고, 4월 
순에 가장 많이 출 하 으며, 이후 감소하 다. 식물 랑크톤의 경우 2월 순에 만 안쪽을 
심으로 증식이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형동물 랑크톤은 약 2달 정도 지연된 4월에 만 안쪽
에서 높은 출 량을 보 다. 정 간의 차이는 랑크톤 출 량이 많은 시기에 두드러졌다.
환경요인[수온, 염분, 양염(N, P, Si)]과 생물요인[Chlorophyll-a 농도, 식물 랑크톤 개체수

(cell/㎖), 동물 랑크톤 개체수(indiv./㎥)]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식물 랑크톤 색소량

(Chlorophyll-a)과 개체수는 모두 수온, 양염 P, Si 성분과 약한 음의 상 계(p<0.05)를 보
다. 식물 랑크톤 색소량(Chlorophyll-a)은 동물 랑크톤 개체수와 약한 음의 상 계를 보 지

만 유의하지 않은 반면(p> 0.05), 식물 랑크톤 개체수는 동물 랑크톤 개체수와 유의 인 약한 

음의 상 계(p<0.05)를 보 다. 아산만에서 식물 랑크톤 분포는 양염 P와 Si 성분에 의한 
bottom-up control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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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ur of krill fishing fleets and its response to 
marine environmental variability; trends determined

from krill fishery logbook data

Dongwha Sohn, Hyoung Chul Shin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RDI

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 fishery has been in operation for over 3 decades and its 
management by an international treaty, CCAMLR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 requires an ecosystem-based approach. Krill fishery data 
submitted to CCAMLR could be a source of valuable information, particularly from areas and 
the time of year that usual scientific surveys do not cover. We analyzed the fishery data of 
major krill fishing nations to examine the behaviour of krill vessels and its response to krill 
abundance and marine environmental variability. 

Krill fishery data for the recent 5 seasons obtained from CCAMLR were used. Fishing 
positions were determined and their distance from the coastline and the shelf break (500 m 
isobath) were computed. Bathymetric data were extracted from GEBCO. We also calculated 
catch per unit effort (CPUE : catch per fishing hour and catch per day) by fishing nation, area 
and season. 

Krill fishery is conducted in three major grounds, namely South Shetland Island, South 
Orkney Islands and South Georgia Island areas. Fishing efforts migrate northward as winter 
approaches. There appeared to be preferred fishing locations by krill vessels and these tended 
to scatter around 500 m isobath. CPUE greatly varied between fishing nations and also between 
years and by areas. CPUE is not likely to be a direct measure the krill availability. Heavy sea 
ice seems to directly impact the timing and location of krill fishing ground formation. But sea 
ice condition could cause more inherent changes in the ecosystem and krill population and then 
krill fishery might respond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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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태평양기지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주변 해양생물 및 
퇴적물로부터 분리된 미생물의 다양성

Diversity of Cultivated Marine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Marine Organisms & Sediments Collected near Chuuk Island, 

Micronesia

권개경, 양성현, 배승섭, 이정현, 김상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

지구 체 생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미생물은 온도, 염분, pH, 압력, 산소 등 다양
한 환경조건의 극한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획득한 생체기능은 생명공학 

산업의 소재로서 요성을 지닌다. 해양은 다양한 극한환경을 모두 지닌 환경으로서 산업  유용성을 지

닌 미생물의 분리원으로 각 받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미생물을 
확보하기 하여 한국 남태평양센터가 있는 마이크로네시아공화국 축주 주변 해양생물  퇴 토로부터 

미생물을 분리하고 이들의 16S rRNA 유 자 염기서열을 분석함으로써 분리된 미생물의 유  다양성을 

조사하 다.
2003년과 2004년 5월, 2회에 걸쳐 소형선박에서 직  혹은 SCUBA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퇴 물, 해면 
등을 채집하 다. 채집된 시료는 막자사발에서 균질화시킨 다음 멸균해수로 희석하여 Marine agar 2216에 
도말하 다. 실온에서 2주간 배양한 후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집락을 모두 분리하 다. Colony PCR방
법을 이용하여 16S rRNA 유 자의 염기서열을 확보한 후 약 500 bp의 부분염기서열을 결정하 다. 결정
된 염기서열은 GenBank DB의 염기서열과 비교하여 종분류를 실시하고 Phydit Program Package를 이용하
여 정렬시킨 후 계통분석을 실시하 다.

2회에 걸쳐 총 251주의 서로 다른 균주를 분리하 으나 이  147균주가 재성장하 다. 재성장한 균주
들은 Actinobacteria (4.1%), Firmicutes (28.6%), Bacteroidetes (4.8%), α-Proteobacteria (28.6%), γ-Proteo-
bacteria (34.0%)의 조성을 보 으며 Proteobacteria에 속하는 세균들이 6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
면 Bacteroidetes에 속하는 세균과 흔히 토양세균으로 생각하는 Actinobacteria group의 세균은 그 비 은 

낮았다. Actinobacteria에 속하는 세균은 Micrococcus속, Microbacterium속, Kineococcus속, Nocardioides속
에 속하 으며 Firmicutes에 속하는 세균들은 부분 Bacillus속에 속하 으며 Staphylococcus속, 
Halobacillus속, Exiguobacterium속 세균이 소수 존재하 다. Bacteroidetes group 세균들은 Flavobacteria와 
Sphingobacteria로 구분되었으며 이  Sphingobacteria의 비율이 높았다. α-Proteobacteria에 속하는 세균
들은 Brevundimonas vesicularis로 동정되는 SPO816 한 균주 외에는 모두 Rhodobacteria과에 속하 으며 

특히 Pseudovibrio속 세균의 비 이 높았다. γ-Proteobacteria에 속하는 세균들은 Pseudomonas목, 
Alteromonas목, Oceanospirillum목에 속하는 세균들이 비교  다양하게 출 하 다. 열 해역인 축기지 주

변에서 분리된 세균들의 다양성은 온 나 극지 해양에서 분리된 세균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신종으

로 추정되는 세균의 비율도 5%에 불과하 다. 열 해역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을 

감안할 때 향후 다양한 열 해역 미생물을 확보하기 해서는 분리원, 배지의 종류, 배양 조건 등의 다양
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65

BP-20

Possibl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uccess in 
biological introduction in the Incheon and Ulsan port

강정훈, 현봉길,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해양생태기능연구단

Possible introduction of foreign species through ship ballast water was tested by incubation 
experiment to regulate the ship ballast water discharge in the receiving water. Phytoplankton 
was sampled by vertical hauls with the standard type net (20 and 10 µm mesh) through 
manhole type ballast tanks of commercial ships in Incheon and Ulsan port in 2005 and 2006. 

Recovery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inoculation of phytoplankton transported through 
ballast water into two types of media such as filtered port sea water (0.2 µm membrane filter 
paper) and F/2 media in Incheon port. Following time series incubation, it was evident that 
some species like Skeletonema costatum and Leptocylindrus danicus can grow fast in the 
natural seawater after being discharged rather than in F/2 media. In the incubation experiment 
of Ulsan port, incubating conditions consisted of filtered port seawater, ballast water and F/2 
media at two conditions of temperature during January to March. In the optimal condition 
(20°C), fluorescence of phytoplankton rapidly reached maximum values compared to the 
ambient condition (14°C). And fluorescence of phytoplankton in the F/2 media was higher than 
that in the port and ballast water in the ambient and optimal condition of temperatur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alive non-indigeneous species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providing 
that nutrien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of receiving water are optimal to introduce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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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efficacy tests of marine plankton 
community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강정훈, 현봉길, 강경화,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해양생태기능연구단

The biological efficacy of the Electro-Clean System (ECS) was tested using marine organisms 
which consisted of three groups such as 10-50㎛, ≥50㎛ and bacteria.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8.7ppm (Expt. 1) and 26.6ppm (Expt. 2) for total residual chlorine (TRC) under the flow 
velocity of test water through the ECS as 23.8 m3/hr. And the test water was met according to 
the standards derived from the 53rd MEPC conference. 

The efficacy of the group 10-50㎛ (phytoplankton) was analysed by three kinds of 
measurements with photomicroscope, epifluorescence microscope and fluorometer (Turner 
Designs 10-AU). After being passed through the ECS, all motile phytoplankton lost their 
motions and the colour of chlorophyll turned from red into green, the chlorophyll fluorescence 
changed into zero value in both Expt. 1 and Expt. 2. These results indicated the phytoplankton 
was totally killed after treatment. As the organisms with a size of ≥50㎛, survival for 
zooplankton was determined based on the movement under a stereo microscope. Natural 
assemblage collected from ambient seawater was killed immediately shortly after being passed 
through the ECS, whereas Artemia was survived. However, the subsequent death of it was 
observed after 24hours under the dark condition of exposure to each TRC concentrations of 
Expt. 1 and Expt. 2. 

The target bacteria in the two conditions were aerobes, coliform and E-coli which were 
completely killed after treatment on the basis of inoculation method using Petrifilm plates (3M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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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planktonic marine copepod Acartia 
hongi in a temperate coastal waters

Seok-Hyun Youn1, Joong-Ki Choi2

1Ea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2Dept. Oceanography, Inha University

Zooplankton occupies a key position in the pelagic food web as it transfer the organic energy 
produced by phytoplankton through photosynthesis to higher trophic levels such as pelagic fish 
stock and the measurement of zooplankton secondary production is one of major focuses on 
ecological dynamics of aquatic ecosystem. The researches of secondary production are essential 
to understand various conceptual subjects, in which contain the elucidation of energy or 
material transfer within communities and ecosystems, the reasonable management of oceanic 
resources, the detection of the effects of pollution and the formation of general theories of 
biological productivity. 

A variety of methods have been developed over the course of the last several decades for 
estimating the production of marine zooplankton. However, Contrary to facility to measure 
phytoplankton primary production using the radioactive isotope, the procedure to estimate the 
copepod production is not simple and uniform. The estimation of copepod production generally 
require the measurement of two fundamental variables, biomass and growth rate. the growth 
rates of Acartia hongi for the measurement of secondary production are divided into somatic 
growth rates (nauplii and copepodids) and weight-specific egg production rates (female adults) 
in this study.

The annual variation in production of A. hongi ranged from 0.7 gC․m-2
․yr-1 to 4.7 gC․m-

2
․yr-1, with the average value of 2.5 gC․m-2

․yr-1. The production of A. hongi between April 
and July contributed more than 75% of cumulative annual production. The contribution of 
nauplii to the total production rate was minor (mean: 5.8%), and primarily owed to copepodids 
(50.3%) and female adults (43.8%). If the reported temperature-dependent models were applied 
in this study, the production rates derived from the models were considerably overestimated. 
The production by A. hongi depends on the food availability and the production attains only a 
few precent of the primar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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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and polymorphism of Labidocera rotunda 
Mori, 1929(Calanoida : Pontellidae) in the South Sea, 

Korea

정현경1, 서호영2, 서해립1, 윤양호2, 최임호3

1전남대학교 해양학과, 2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3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In order to describe distribution patterns and polymorphism of Labidocera rotunda Mori, 
samples were collected at 16 stations from March 2002 through January 2003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South Sea, Korea. L. rotunda was progressively spread from offshore to nearshore 
waters during late spring and summer when the water temperature were relatively high and it 
was sharply disappeared from the water mass in fall. A comparison among the three 
regions(South Sea, Yellow Sea and Japanese waters) is made, and some differences were 
detected. That is, species of the South Sea were wide-range of body length and appeared a 
variety of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fifth leg, genital segment, last thoratic segment etc. 
These facts shows that individuals of the South Sea is possible two species, although further 
genetic studies on this speci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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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ust events and early spring bloom initiation 
in the East Sea

조춘옥, 이재영*, 박경애, 김경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부산대학교 생명과학부

We investigated effect of Asian dust events on spring bloom initiation in the East Sea using 
available satellite, meteorological and derived data from a numerical model from 1998 to 2002. Two 
regions which might be affected by the dust event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main pathway of the 
dust during spring. In the years of non-dust events, 1999 and 2000, spring bloom was initiated when 
mixed layer depth (MLD) became equal to critical depth (CRD) in two regions. This indicates that 
light condition for phytoplankton growth is satisfied as MLD being equal to CRD and the bloom is 
initiated. Spring bloom initiation was also well explained by variations of MLD and CRD when the 
dust without precipitation passed over two regions. However, in the years of the dust events with 
precipitation, 2001 and 2002, the bloom was initiated about 20 days earlier than the time of MLD 
equal to CRD in two regions. The bloom was initiated within 5~10 days after passage of the dust with 
precipitation and already reached peak when MLD was equal to CRD. This result suggests that Asian 
dust events with precipitation can be one of important factors on phytoplankton growth, even though 
light condition due to variations of MLD and CRD mainly controls spring bloom initiation in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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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여수연안 해초지 식물플랑크톤의 분포 특징

오현주, 이상용, 문성용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식물 랑크톤은 해양생태계 먹이망의 기 생산자이며, 해양환경의 특성을 악하는 지표생물
로 요한 역할을 한다. 연안에서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은 생육환경의 시공간 인 변화를 단 

할 수 있다. 반면에 양염 이용에 해 경쟁 계인 해  생태계 내에서 식물 랑크톤의 역할과 

구조 인 특성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해양환경 조건이 다른 가막만과 여자
만에 생육하는 해  생태계에서 식물 랑크톤 군집구조의 특성을 악하고, 계 에 따른 차이를 

악하고자 하 다. 본 조사는 2006년 1월과 2월에 가막만 원포와 여자만 세포에서 식물 랑크

톤의 정량 채집하 으며, 환경요인인 양염, 클로로필, 수온, 염분과 용존산소를 측정하 다. 
조사 기간동안 가막만 해 지의 수온은 여자만보다 낮았으나, 염분은 유의하게 높았다. 양염

과 클로로필 농도의 농도는 여자만의 세포가 가막만의 원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 기간동
안 두 해 지에서 출 한 식물 랑크톤의 종수는 26속 48종으로 규조류가 95 %이상으로 우  

출 하 다. 식물 랑크톤의 종다양성은 원포보다 세포 생육지에서 다소 높았다. 세포 생육지에
서 1월의 경우 Skeletonema costatum(57.8 %)와 Eucampia zodiacus(28.6 %)가 우 하 으며, 2
월에는 Skeletonema costatum(35.3 %)가 우  출 하 다. 원포 생육지의 경우 1월에는 
Skeletonema costatum(86.2 %)가 우 하 으며, 2월에는 Eucampia zodiacus(71.9 %)가 우  출

하 다. 조사기간 동안 해 지에 출 하는 식물 랑크톤의 군집구조와 우 종은 지역과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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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 식물플랑크톤의 분포 특징

오현주, 유 준, 김정배, 정창수, 김승한, 김상수, 김숙양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제주도는 한국의 남해에 치하여 마난류, 황해난류수, 국 륙연안수, 황해 층 냉수 등 

성질이 다른 수괴가 상 한다. 특히 제주도 남서부 해역은 황해난류수와 황해 층냉수가 이동하

는 길목으로 양자강연안수의 향을 받으며 얌염류 한 풍부하다. 이러한 지형학  특징 때

문에 제주도의 연안별 해양환경이 다르고 식물 랑크톤의 생물생산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  해양환경 변동에 따른 식물 랑크톤의 변동 특성을 분석하 다.

2005년 8월 제주연안 19개 정 에서 해양환경과 식물 랑크톤의 군집을 조사하 다. 해양환경
요인으로 수온, 염분, 용존산소를 수질측정기(YSI600)로 측정하 으며, 양염류((DIN = NO2-N 
+ NO3-N + NH4-N), DIP, SiO2-Si), 클로로필은 해양환경공정시험법(2005)에 따라 정량분석 하
다. 식물 랑크톤의 시료는 표층과 층에서 1 L를 채수하여 Lugol 용액 2 mL로 고정시킨 후 
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암소에서 보 하 고, 상등액을 제거 후 10 mL로 농축하여 학 미

경으로 분석하 다.
수온의 경우 표층은 23.4～26.7°C, 층은 17.4～25.7°C의 범 를 보 고, 염분의 경우 표층은 

31.20～32.09, 층은 32.15～34.39 psu의 범 를 보 다. 용존산소는 7.10～8.06 mg/L로 표 층

간 차가 없었다. 양염류의 경우 용존무기질소는 표층 0.041～0.150 mg/L, 층 0.500～0.103 
mg/L 고, 용존무기인산인(DIP)은 표층 0.007～0.920 mg/L, 층은 0.009～0.021 mg/L 범 를 

나타냈다. 규산규소의 경우 표층 0.208～0.375 mg/L, 층 0.222～0.329 mg/L로 나타났다. 클로
로필 a의 경우, 표층은 0.38～1.38 ㎍/L, 층은 0.08～0.96 ㎍/L의 농도로 표층에서 높게 나타났
다.
식물 랑크톤은 23속 27종(52～171 cells/L)로 와편모조류가  정 에서 우 하 다. 특히 

Thalasiosira rotula가 우 한 제주연안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 Prorocentrum triestinum이 우
하 다.
Bray-Curtis similarity (MDS) 분석결과 크게 4해역으로 구분되었다. 제주도 남쪽에 치한 
정연안, 서귀포연안, 포선포연안, 성산포연안이 한 그룹(그룹Ⅰ)로 구분되었고, 한림항연안(그룹
Ⅱ), 제주항연안(그룹Ⅲ) 그리고 조천연안은 (그룹Ⅳ)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그룹Ⅰ의 경우 부
분 와편모조류가 62.3～95.2% 우 하 으며, 특히 Prorocentrum triestinum이 50%이상 우 하

다. 나머지 그룹에서는 다양한 종이 출 하 으며, 규조류와 와편모조류가 고른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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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asonal variation of nutrients, chlorophyll-a 
and phytoplankton productivity in Asan Bay

강옥희, *안대성, **박 철, *양성렬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광주대학교 환경연구센터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The vertical distributions of nutrients, chlorophyll-a and primary production were investigated 
with the samples collected seasonally at five stations in Asan Bay, west coast of Korea, 
between November, 2003 and August, 2005. 

Most of the dissolved nutrien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alinity, particularly in 
summer. This indicates the influence of riverine influx on salinity. The concentrations of 
chlorophyll-a ranged between 0.7 and 58.6 mg m-3, and the highest concentration was observed 
at station 1 (1 m) in February 2005. Concentrations of ammonia ranged from 0.75 to 24.45 μ
M, and the highest value was observed at station 1 (9 m) in May 23, 2005, in the inner part 
of the Bay. The range of nitrate concentration was between 1.55 and 41.0 μM (mean = 9.7 μ

M). Similar to ammonia, high concentrations of nitrate were observed in the inner part of the 
Bay. 

For most of the sampling periods, the mean N:P ratios were higher than Redfield ratio of 
16:1, except in November 2004 and February 2005. This suggests that the growth of 
phytoplankton is mainly limited by phosphorus, with occasional nitrogen limitation. In spring, a 
negative relationship has appeared between the nitrogenous nutrients with daily primary 
production and chlorophyll-a. Significant winter and spring blooms have been identified during 
the study perio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hlorophyll-a appears to be controlled by riverine 
and estuarine input of nutrient-enriched freshwater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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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marine benthic diatoms in East Asian 
tidal flats: focussing on the flora of Japanese 

mudflat

박진순1, 고철환2

1서울대 해양연구소, 2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해양학과)

Benthic diatom flora at Nanaura mudflat, Ariake Sea, Japan was studied, where total of 90 
taxa of 41 genera were reported. Marine species were the most abundant, however, 
brackish-marine species were also plentiful, with a few number of fresh, fresh-brackish and 
brackish species. Navicula cf. abunda, Paralia sulcata, Tryblionella granulata, Naviucla 
flantanica, Gyrosigma wansbeckii and Cyclotella striata were found to be the most dominant 
species explaining about half of total cell number. Generic transfer of Coscinodiscus eccentricus 
var. fasciculata to Thalassiosira was suggested on the basis of Light Microscope (LM)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alysis.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benthic diatoms 
from Japan, Nanaura mudflat showed most similar benthic diatom flora to Isahaya tidal flat in 
Nagasagki Prefecture and Matsukawaura Lagoon in Fukushima Prefecture Saga tidal flat in 
terms of species occurrence. Compared among benthic diatom flora from other East Asian 
countries, the benthic diatoms at tidal flats in Gyeonggi Bay, Korea and coastal benthic diatoms 
from Fujian, China were relatively similar to that of Nanarua mud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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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만 식물플랑크톤 분포 및 계절변동 특성

윤양호, 박종식, 이종석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본 연구는 한국 남해안에 치한 진주만에서의 식물 랑크톤 출 특성을 악하기 하여 

2003년 표층을 상으로 계 별(4, 7, 10, 12월) 총 4회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간  출 이 확인된 식물 랑크톤은 총 50속 95종으로 나타났으며, 분류군별로는 규조
류가 37속 65종으로 체 출 종 에 68.4%의 유율을 나타내 가장 우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와편모조류가 10속 27종으로 28.4%, 규질 편모조류가 1속 2종으로 2.1%, 유 나조류와 

동물성 편모조가 각각 1속 1종으로 1.1%의 유율을 나타내었다. 계 별 출  종수는 22～69종
으로 여름에 비교  은 종수가 출 하 고, 에 가장 많은 출 종수를 나타내었다. 우 종은 

10%이상 유율을 차지하는 종을 나타내 본 결과 에는 Skeletonema costatum, Thalassionema 
nitzschioides가 우  하 고, 여름에는 S. costatum, Leptocylindrus danicus가, 가을에는 Ch. 
curvisetus, Ch. debilis, S. costatum이 우  하 으며, 겨울에는 Ch. debilis, S. costatum, 
Asterionellopsis glacialis가 우 종으로 나타나, 모든 계 에 규조류가 높은 우 율을 나타내었으

며, 특히 본 연구 결과 진주만 해역은 S. costatum이 연  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 종의 공간 인 분포특성을 보면 남해 교에서 창선도에 이루는 진주만 앙부 해역에서 

연  비교  높은 출  종수가 나타났으며, 하천이 유입되고 수심이 얕은 북부 해역에서는 낮은 
출  종수를 나타내었다.
존량을 살펴보면 이 33.8cells/㎖～143.2cells/㎖, 여름이 5.0cells/㎖～1,102.2cells/㎖, 가을

이 103.2cells/㎖～440.0cells/㎖, 겨울이 10.8cells/㎖～96.2cells/㎖로 나타나 종수와는 달리 여름
에 높은 존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여름철의 우 종인 S. costatum이 높은 존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존량의 공간  분포 특성은 종수와는 달리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복잡

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진주만에서의 식물 랑크톤 출 특성은 에 많은 출 종수를 여름에 

낮은 출 종수를 나타내었지만, 존량은 출 종수와는 달리 여름에 가장 많은 출 량을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으로는 종수는 만 앙부에서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지만 존

량의 경우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복잡한 출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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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구역과 마산만의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 비교 

김영옥, 윤미란, 장풍국, 강정훈,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해양생태기능연구사업단

일반 으로 수괴는 혼합수괴(mixed waters)와 성층수괴(stratified waters)로 크게 구분된다. 본 연구
는 수괴의 특성이 다른 두 수역, 즉 수괴의 혼합이 용이한 섬진강 하구역과 정체된 수괴의 특성이 반
되는 마산만을 조사수역으로 별하여 각 수역에 분포하는 식물 랑크톤 군집의 특성을 악하여 비

교하 다. 2004년 7월에서 2005년 11월까지 총 10회의 시기별 시료의 채집를 통해 식물 랑크톤의 

정량, 정성분석을 수행하 으며 련 물리, 화학  수환경 요인을 조사하여 식물 랑크톤 분포와의 

계를 해석하고자 하 다.
섬진강 하구역의 경우 식물 랑크톤 분류군의 조성은 규조류 심의 구조를 보 으며 특히 수온

기에 우상목 규조류 분포의 우세함이 특징이었다. 마산만의 경우 규조류와 함께 와편모조류 출 종수

의 증가가 주목되어 섬진강 하구역의 분류군 구성과 차이를 보 다. 규조류와 와편모조류가 동시에 다
양한 출 을 보이는 마산만의 식물 랑크톤 군집은 섬진강 하구역보다 상  높은 다양성 지수가 측

정되었다. 섬진강 하구역의 경우 온, 염성 규조류 Skeletonema costatum이 부분 조사 시기를 통
해 지속  우 하여 우 종의 단순화를 보인 반면, 마산만의 경우 시기별 우 종의 종천이가 매우 뚜

렷하여 체 조사기를 통해 다양한 우 종의 변화가 찰되었다. 두 수역 모두 식물 랑크톤 존량과 

Chl. a의 농도 사이에 높은 상 계(섬진강: r=0.762, 마산만: r=0.667, p<0.001)의 유사성이 보이나, 
섬진강 하구역의 경우 8월의 발생을 제외한 부분 시기에 104-105 cells L-1

의 낮은 존량을 기록하

으며 특히 육상에 인 한 정 에서 뚜렷한 존량의 감소가 찰된 반면, 마산만은 부분의 조사시
기에 106 cells L-1 이상의 발생 수 의 고 도가 측정되었고 육상에 인 한 정 에서 107 cells L-1 
이상의 조 수 의 최고치가 찰되어 섬진강 하구역의 결과와 상반되었다. 섬진강 하구역에서 식물
랑크톤 존량은 강우에 의한 향으로 7월에 감소를 보 으나, 마산만의 경우 반 로 7월에 최  

존량이 측정되어 식물 랑크톤 존량의 변화에 강우가 미치는 향은 크지 않았다. 식물 랑크톤 

존량과 양염과의 계에서도 섬진강 하구역의 경우 식물 랑크톤 존량은 Si/N 값과 높은 상
계 (r=0.544, p<0.001)을 보인 반면, 마산만의 경우 식물 랑크톤 존량은 N/P 값과 높은 상 계 

(r=0.529, p<0.001)을 맺고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섬진강 하구역은 담수의 유입에 의한 수괴의 혼합이 유용한 수역으로 혼합수괴의 특성이 반 되어 

식물 랑크톤의 분류군은 규조류 심의 구조를 보 으며 특히 우상목 규조류의 발달된 분포는 담수 

유입과 수괴의 혼합에 의한 결과로 기수역인 섬진강 하구역의 지리성 특성이 잘 나타났다. 마산만의 
경우 정체형의 수괴 특성으로 편모조류의 발달된 분포가 섬진강 하구역의 분류군 특성과 뚜렷이 구별

되었다. 섬진강 하구역과 마산만, 두 수역 모두 육상 유입원을 통한 양염 공 은 원활하나, 섬진강 
하구역의 경우 수괴의 수평 , 수직  이동이 상  용이하여 수괴의 체류 시간이 짧아 식물 랑크톤

의 성장이 크게 유발되지 못한 반면, 수괴의 이동이 제한 인 마산만의 경우 풍부한 양염의 공 이 

충분히 반 된 식물 랑크톤의 성장으로 유도되어 연  발생 수 의 고 도를 유지하 다고 단된

다. 식물 랑크톤 존량과 양염과의 결과를 토 로, 규조류 심의 군집구조를 보인 섬진강 하구역
의 식물 랑크톤은 Si/N 즉 규산염 농도가, 규조류뿐 아니라 편모조류의 번성도 유발되는 마산만의 경
우 N/P 즉 질소계 양염의 농도가 식물 랑크톤 증식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크리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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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천수만 연안의 식물플랑크톤 시공간적 변동

윤숙경, 박승윤, 김형철, 김평중

서해수산연구소

본 연구는 2005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서해 천수만 연안의 이화학  환경요인  식물

랑크톤에 한 조사를 총 9개월간 총 6개 정 을 선정하여 실시하 다. 천수만 연안의 수온은 
5.62~ 27.92°C, 염분은 23.90~31.99psu, pH는 7.45~8.60, 용존산소는 5.39~13.07㎎/L, 엽록소-a
는 0.30~ 160.15㎍/L의 범 를 각각 보 다. 총 출 한 식물 랑크톤은 5문에 속하는 132종, 2품
종, 14미동정종으로 총 148종류 다. 조사 시기 반에 걸쳐 규조류의 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Skeletonema costatum과 Chaetoceros spp.는  조사 기간 동안 지속 으로 출 하 다. 
식물 랑크톤 존량은 2005년 9월 정  2에서 60 cells/mL의 최 치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평균 약 250~900 cells/mL의 범 를 보 으며 2005년 7월 정  1에서 13,358 cells/mL의 최고치
를 나타냈다. 주요 우 종으로는 규조류인 Asterionellopsis glacialis, Chaetoceros costatum, C. 
curvisetus, C. debilis, Eucampia zodiacus, Paralia sulcata, Pseudo-nitzschia multiseries, 
Skeletonema costatum 등 8종류와 와편모조류인 Ceratium furca, C. fusus, Gymnodinium sp., 
Prorocentrum triestinum 등 4종류, 편모조류인 Chatonella marina  Hillea fusiformis 2종류가 
출 하 다. 천수만 연안의 식물 랑크톤은 3월부터 5월까지  정 에서 규조류를 심으로 분

포하 으며, 5월부터 와편모조류의 출 량이 증가하 다. 6월에는  정 에서 와편모조류를 

심으로 분포하 으며, 7월부터 9월까지는 규조류  와편모조류를 심으로 분포하거나, 규조류 
 편모조류를 심으로 분포하 는데, 천수만 연안 수역은 식물 랑크톤 공간 분포에 있어 양

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10월에는  정 에서 규조류를 심으로 분포하 으며, 11월에는 편
모조류  규조류를 심으로 분포하 으나 정 에 따라 분포 양상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 다. 
한편 와편모조류는 5월부터 지속 으로 출 하 으며, 특히 8월에는 수산업에 피해를  수 있
는 종으로 알려져 있는 편모조류인 Chatonella marina가 약 3,000 cells/mL 정도의 존량을 보
이고 있어 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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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과 남해동부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와 환경특성

안득균, 임월애, 권기영, 손문호, 이창규, 이 윤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팀

진해만(원문만-가덕도 서부)과 남해동부해역(거제 동부-간 곶)의 식물 랑크톤 군집구조와 환

경특성을 악하기 하여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20개 정 을 상으로 매월 총 10회에 걸
쳐 조사하 다. 식물 랑크톤 조사를 해서 표층수를 채수하 고, 환경조사를 해 CTD를 이
용하 다. 조사해역에서 출 한 식물 랑크톤은 63속 143종이었다. 분류군별로는 규조류가 32속 
81종, 와편모조류가 28속 58종, 규질편모조류가 1속 2종, 유 나조류가 1속 1종, 기타 편모조
류가 1속 1종이 출 하 다. 진해만에서는 4 ,6, 8, 10월에 와편모조류가 우 하 으나, 남해동부
에서는 8, 9월에 와편모조류가 우 하 다. 특히 Cochlodinium polykrikoides는 8월에 원문만과 
가덕도 주변에서 2×104 cells/ℓ미만으로 출 하 고, 남해동부해역에서는 4×103 cells/ℓ미만으
로 출 하 다. 식물 랑크톤의 존량은 진해만에서는 월평균 3.2×104 cells/ℓ(4월)～1.4×106 
cells/ℓ(7월)의 범 를 보 고, 남해동부에서는 월평균 3.1×104 cells/ℓ(2월)～4.7×105 cells/ℓ(6
월)의 범 로 진해만의 10～30% 수 이다. 최 존량을 나타낸 시기는 11월 고 만에서 

6.6×106 cells/ℓ로 Skeletonema costatum이 우 하 다.
2월의 표층 수온은 진해만에서 6°C 내외의 범 를 보이는 반면 남해동부 해역에서는 12°C 이
상으로 비교  높은 값을 보 다. 철이 지나면서 수온 성층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7, 8
월에는  정 에서 성층이 나타났다. 9월 이후 진해만에서는 성층 상이 사라졌으나 남해동부

해역에서는 여 히 수온 성층이 남아있었다. 염분은  조사정 에서 7월에 가장 낮은 값을 보
고 진해만(24.3 psu)과 동해남부해역(32.7 psu)을 비교하면 8 psu이상 동해남부에서 높은 값을 
보 다. 반 으로 동해남부해역에서 높은 값을 보 지만 낙동강하구 주변 정 에서는 일시

으로 낮은 값을 보 다. Chl a 값은 최소 0.03 ㎍/ℓ에서 최  21.23 ㎍/ℓ를 나타냈다. 진해만 
정 의 평균값은 2.76 ㎍/ℓ를 보인 반면 남해동부 해역의 평균값은 1.08 ㎍/ℓ로 진해만보다 낮
은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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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phytoplankton composition in the 
Asan Bay

Hyanghwa Yi, Yongsik Sin*, Sungryull Yang1 and Chul 
Park2

Division of Ocean System Engineering,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1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wangju University. 
2Department of Oceanograph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Variations of phytoplankton community in the Asan Bay were investigated monthly from 
February to November in 2005. Samples were collected from 5 stations along the channel of 
the bay. Water samples were fixed by 5% lugol's solution for enumeration and identification and it 
were measured using Axioskop 2MAT(ZEISS) equipped colored image analyzer. Diatom dominated 
phytoplankton community, accounting for 87.96% of total cell number, whereas pyrrpphyta 
occupying 7%. Dominant species were thalassiosira spp. and skeletonema spp. Abundant 
diatom including thalassiosira spp. and chaetoceros spp. may be affected by water temperature 
in February. In March, diatom was also dominated phytoplankton community, followed by 
pyrrpphyta. Dominant species were also thalassiosira spp. and skeletonema spp. However in 
April and May abundance of thalassiosira spp. and skeletonema spp. decreased. In May, diatom 
and phytoflagellate were dominated and pyrrpphyta was dominated in June. Dominant 
phytoplankton were diatom(82.61%) and dinophycea(7.25%) in November. Dominant genera 
were Nitzschia spp., Thalassiosira spp. and Microcystis spp. of monad type in the upper 
region(Station 1) whereas Nitzschia spp. was dominant in the lower region(St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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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구의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조사

이향화, 신용식, 정병관, 추앙 둥 바흐

목포 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산강 수역의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을 조사하기 해 3개 정 (A-몽탄 교, C- 강리, E-하
구언)에서 2005년 4월과 7월, 9월에 조사하 다. 7월에는 수문 개방 과 개방직후로 나 어 두

번 조사하고 4월, 9월은 모두 수문 개방 에만 조사하 다. 식물 랑크톤의 분석은 시수를 5% 
Lugol 용액으로 고정시킨후 5배 농축 시키고 1ml를 S-R chamber에 취하고 subsample 하여 
미경으로 동정하 다. 2005년 4월과 9월 수문 개방  정  A와C에서는 모두 규조류가 우 을 

보이고 E 정 에서는 남조류가 우 을 보 다. 4월 수문 개방  우 종은 A 정 에서 Nitzschia 
sp.이고 C 정 에서는 Aulacosieira sp.이 으며 E 정 에서는 Microcystis sp.이 고 9월 A 정
에서는 Aulacosieira sp.이고 C 정 에서는 Gomphonema sp.이며 E 정 에서는 Microcystis sp.
이 다. 2005년 7월, 수문 개방  정  A, C, E에서는 모두 남조류인 Microcystis sp.가 우 을 

보 으나 수문 개방직후 A 정 에서는 규조류인 Gomphonema sp.이 우 을 보 고 정  C와E
에서는 녹조류인 Dictyosphaerium sp.이 우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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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구의 식물플랑크톤의 크기구조 변동

정병관, 신용식, 추앙 둥 바흐, 이향화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수문 개폐에 의한 산강 하구의 환경인자의 변화가 식물 랑크톤의 크기구조 변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산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5개 조사 지 과 목포항의 8개 조사 지
을 선정하여 4월과 7월의 수문 개방직후와 수문 개방 으로 나 어 조사 하 다. 식물 랑크은 

크기에 따라 micro-size (>20 ㎛), nano-size (3―20 ㎛) 그리고 pico-size (<2 ㎛)로 구분하여 생체량을 
측정 하 다.
수문 개방직후 담수의 유입으로 목포항의 표층 염분이 격한 감소를 보 으며 투명도 역시 감소하

다. 량은 식물 랑크톤의 성장에 제한 요소로 작용되지만 수문 개방직후 투명도가 낮아짐에도 식

물 랑크톤의 생체량 증가는 당시 량은 식물 랑크톤의 성장에 제한 요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

료된다. 양염은 수문 개방에 의한 담수의 유입으로 농도가 증가 하 다. 4월의 체와 형 식물
랑크톤을 제외하고 4월과 7월의 모든 크기의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에서도 수문 개방 보다 수문 개

방직후 높은 양을 나타내었다. 식물 랑크톤의 크기별 변화량을 보면 수문 개방직후 형 식물 랑크

톤의 생체량이 증가하며 형과 소형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은 감소를 한다. 식물 랑크톤의 우 종 

분포를 보면 담수역과 해수역의 식물 랑크톤의 종이 다른 것으로 보아 담수 유입에 의한 이동이 아니

라 번식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연구 상 지 의 형 식물 랑크톤이 다른 크기의 식물

랑크톤보다 담수 유입에 따른 환경인자 변화에 응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조사지 은 담수의 유

입에 의한 양염 증가가 식물 랑크톤의 증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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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structure of phytoplankton in the Asan Bay
: field studies

Quang-Dung Bach, Yongsik Sin, Sungryull Yang1, Chul 
Park2

Division of Ocean System Engineering, Mokpo Maritime National University, Mokpo 530-729, Korea
1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wangju University, Kwangju 502-703, Korea
2Department of Oceanograph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ajeon 305-764, Korea

The phytoplankton dynamics considering size structures were investigated in Asan Bay. The 
contribution of chlorophyll a of microplankton (>20µm) was high in spring, whereas contributions of 
nanoplankton (2-20µm) and picoplankton (<2µm) increased from summer to winter. The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of microplankton and nanoplankton in inner stations were higher than outer stations. 
Total chlorophyll a decreased from spring to winter; inner stations were higher in spring but outer 
stations were higher in fall. The enrichment of PO4

3- in winter and the increase of radiance in spring 
appeared to control phyt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in spring. Water runoff may bring NO2

-+NO3
- 

and NH4
+into Asan Bay in summer. However, phytoplankton biomass didn't increase in that seas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variations of phytoplankton size structures may be determined by different 
light and nutrient availabi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understanding of phytoplankton size structure 
is necessary to investigate phytoplankton dynamics and to better manage water quality in As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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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현 Thalassiosira spp.의 세부형태와 life cycle

박종규, 임 걸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Thalassiosira 속은 해양에서 150여종 이상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연안역에서도 수 십 종 이상 
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출  종의 경우, 분류의 근거가 되는 형태  특징이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최근 종다양성 문제와 련하여 그 의미가 더욱 증 하고 있는 분류  동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규조류는 주변 환경조건이 성장에 불리하거나, 이분법 분열로 더 
이상 사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졌을 때, 유성생식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의 종들은 오랜 진화과정을 거쳐 환경에 응하면서 각자 특징 인 유성생식 방법과 이에 

따른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는데, 그 생활사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 변이를 보인다. 따라서 생활사 
단계에 따른 형태 특성을 기술하는 것도 정확한 분류, 동정에 도움을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
안에 자주 출 하는 Thalassiosira 속 3종을 분리하여 학 미경과 자 미경으로 세부형태를 

찰하 다. 한 그  1종에 해서는 체 생활사를 확인하 다. 아직까지 Thalassiosira 속의 생활
사에 해서는  세계 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이번 연구는 나름의 학술  의의가 있다. 

Thalassiosira 시료는 2006년 2월 인천 연안, 2005년 10월 완도 연안에서 분리하여 단종 배양하
다. 단종배양에 성공한 3종은 Thalassiosira allenii, T. stellaris, T. cf stellaris이었으며, 이  T. cf 
stellaris에 하여 생활사를 찰하 다. 온  연안역에 자주 출 하는 Thalassiosira allenii는 직경 
8-10um 크기로 측면에는 8각형으로 보인다. valve 주변부는 10여개 strutted(버 )돌기와 1개 확장 
버 돌기가 있고, 각 세포는 액사로 연결되어 짧은 연쇄군을 형성한다. 그리스에서 최 로 발견된 

T. stellaris는 독특한 문의 미세한 작은 돌기가 valve 표면 체에 걸쳐 무수히 많이 분포한다. 
areolae는 세포 심부에서 엽맥상으로 퍼져나가며 주변부에서 소공 형태가 더욱 뚜렷해진다. 세포 
직경은 10um 내외이고 주변부에 14-16개 버 돌기와 확장 버 돌기 1개가 있으며 버 돌기는 서로 

2-3um 정도 떨어져 있다. 세포 심부와 주변부 간에도 버 돌기가 4-5개 정도 있으며, 일본 종과 
달리 세포 심부에 더 가까이 분포한다. T. cf stellaris는 체 크기(2-3um), areolae의 엽맥상 분포, 
주변부와 간부  버 돌기 수와 간격 등 많은 면에서 T. stellaris와 비슷하 다. 하지만 valve 표
면에 미세 문돌기가 없고, 버 돌기에 존재하는 1개의 큰 구멍( 공) 외에 주변에 4개의 작은 구
멍(소공)이 이를 둘러싸고 있어 T. stellaris와 다른 독특한 형태 특성을 보 다. 

T. cf stellaris의 유성생식은 형 인 oogamy 방식을 따랐다. 무성생식 기간에는 세포가 액사
로 연결되어 각 세포가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쇄군을 형성하 지만, 유성생식  는 유성생
식 직 에는 액사 없이 각 세포가 서로 붙어서 연쇄군을 형성하 다. 따라서 사상체 형태의 연쇄
군이 oocyte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성장과 함께 개체수가 감소하는 단독 세포가 spermatocyte인 
것으로 보인다. T. cf stellaris를 T. stellaris 배양환경과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배양하 음에도 불구

하고 T. cf stellaris에서만 유성생식을 찰한 은 이 종의 도종속 인 특성을 잘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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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월성해역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일차생산 특성

박종규, 임 걸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식물 랑크톤의 일차생산력은 상 해역의 체 생물량은 물론 물질순환과 에 지 흐름을 결정하는 

기 자료로서 해양생태계 기능연구의 매우 요한 생물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방식이나 계산상

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 국내 연안 해역을 상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 소가 치한 동해 연안의 월성해역을 상으로 2006년 2월 장 측을 수행하

여 식물 랑크톤 군집의 일차생산력을 측정하고 그 일차생산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 합성- 도
(P-I) 모델과 하루 일사량 변화 모델을 합성하여 일차생산력을 비교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도 제시

하 다.
일차생산력 측정은 연안을 따라 3개 정 에서 수행하 다. 각 정 에서 식물 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를 측정하고 14개 조건에서 장시료를 배양하여 C14 방법으로 도에 따른 일차생산력을 측정
하 다. 측정한 일차생산력은 P-I 자료를 얻기 하여 엽록소 a 농도로 표 화하 으며 이를 Platt 모델
에 용하여 각 정 의 합성 매개변수를 구하 다. 모델에서 산출한 합성 매개변수는 해역의 하루 
일차생산력 계산에 이용하 으며 이 때 일  도변화 모델을 Platt 모델과 합성하여 특정 수심의 일차
생산력 변화를 구하 고 이를 시간에 따라 분하여 하루 일차생산력을 계산하 다. 

P-I 곡선의 기기울기 α는 0.020 - 0.038 mg C mg Chl a-1 h-1 (μE m-2 s-1)-1
의 범 를 보 으며, 

그 평균은 0.030 mg C mg Chl a-1 h-1 (μE m-2 s-1)-1
이었다. 공간 으로는 가장 남쪽 정 에서 최소값을 

보 다. 이런 값은 국외 다른 연구결과 보다 2～3배 가량 높은 값으로,  이용효율이 높은 식물 랑크

톤 군집이 겨울철 깊은 혼합수심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응하여 연구해역에 우세하게 분포한 

결과인 것으로 단된다. 양염, 수온 등 주변 환경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암반응 매개변수 P Bm은 

2.07 - 2.46 mg C mg Chl a-1 h-1의 범 로서 온 역으로는 높지 않았는데, 이는 겨울철 낮은 수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 한 생리  응 상태 매개변수인 I k는 64.5 - 119.3 μE m-2 s-1
의 

범 로서 Cote & Platt(1983)의 sun type, shade type 구분 경계인 115.4 - 180.1 μE m-2 s-1 보다 낮은 
값을 보여 연구해역 식물 랑크톤 군집이 암 응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수층별 하루 일차생산량을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하여 Platt의 P-I 모델과 하루 일사량 변화 모델
을 합성하여 분한 결과, 특정 수심에서 식물 랑크톤 수행한 하루 일차생산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C는 엽록소 농도, D는 하루  총 일사시간, I0(B)는 Bessel 함수, A와 B는 각각










,   

 는 Platt의 합성 매개변수이며, 는 하루  최  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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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주변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 분포와 환경특성

김숙양, 김학균, 김평중, 강영실, 임월애, 정창수

국립수산과학원

2003년도 2, 5, 8, 11월에 새만  주변해역해역의 방조제 내측과 외측 총 12개 정 에서 식물

랑크톤 분포 특성을 악하 다. 조사해역에 출 한 식물 랑크톤은 총 74속 195종으로 조사
되었고, 규조류가 51속131종 (67.18%), 와편모조류가 17속 57종 (29.23%)으로 체의 96%이상
을 차지하 다. 조사시기별로는 11월에 55속 119종이 출 하여 가장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어, 8
월에 50속 126종으로 가장 높은 출 종수를 보인 2002년도의 조사와는 차이를 보 다. 주요 
조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와편모조류는 22.43 (2월)-33.61% (11월)의 범 로 출 하여 하계  

추계에 출 종 수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우 종  천이양상은, 2월에는 Skeletonema costatum (61.76-94.28%), Asterionella karenia  

Paralia sulcata, 5월에는, Eucampia zodiacus (60.31-93.82%), Nitzschia seriata  

Leptocylindrus danicus, 8월에는 Eucampia zodiacus, Skeletonema costatum  Gyrosigma sp., 
11월에는 Plagiogramma vanherurckii, Paralia sulkata, Skeletonema costatum 등이 주요 우 종

으로 출 하 다. 방조제 바로 앞과 뒤의 고정  조사에서, 3, 4, 6, 7월에는 Skeletonema 
costatum, Eucampia zodiacus  Chaetoceros spp가 우 하 고, 9월에는 Prorocentrum 
dentatum  Skeletonema costatum이 우 하여 와편모조류의 우 율이 높게 나타남을 보 다. 
양염류 분포의 구성비 한 방조제 내․외측에서 서로 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양염류 

농도가 높게 나타난 방조제 내측연안에서 외측보다 존량 한 높게 나타났으며, 와편모조류인 
Prorocentrum dentatum이 우 하 다. 
식물 랑크톤 존량의 공간분포를 보면, 2월에는 방조제 내측에서 높고 방조제 외측으로 갈
수록 낮아지는 형 인 양상을 보 고, 5월에는 남 - 북으로 수평 인 공간분포를 보 다. 8월
에는 방조제를 기 으로 인 한 정 들과 남측에서는 낮았고 외측에서 높은 양상이었다. 11월에
는 내측에서는 높고 외측에서는 낮은 존량의 공간분포를 보 다. 방조제 내외측의 고정 조사

에서는 정  21에서 가장 높은 존량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내측에서의 존량은 정  21과 
29에 비해 2-3배 높음을 보이면서, 내만의 특성이 심화됨을 보 다. 시기 으로는 7월의 고정
조사에서 평균 2468.42 cells/ml 로 가장 높았고, 8월의 정기조사에서 평균 48.83 cells/ml로 가장 
낮았다. 정 별로는 방조제 내측이 높았고, 최 외측 정 인 14와 25는 가장 낮았다.
종 다양성 지수는 평균 1.40 (0.58-2.53)로 체 으로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월에는 

0.58로서 불안정함을 보 고, 8월에는 2.53으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 별로는 내측 정

인 5에서 평균 1.01로 가장 낮았고, 방조제에 인 한 외측 정 인 11에서 1.67로 가장 높은 값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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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species identification with the gut contents 
from Maurolicus japonicus by PCR analysis

서현석, 김충곤, 김 성, 강형구, 오지나, 이윤호

한국해양연구원

Determining the diets of marine vertebrates by gut content analysis is problematic. The 
consumed organisms become mostly unrecognizable once partly digested, while those with hard 
remains (e.g. skeletons) may bias the analysis. Here, we adopt a DNA-based method similar to 
those used for microbial diversity surveys as a novel approach to study the diets of Maurolicus 
japonicus, a Sternoptichid light fish.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mplified a 430bp region 
of 28S rDNA gene and the amplified DNA was sequenced. Then, species identification was 
performed by comparison of the sequences with those in GenBank. Morphological examination 
of the gut contents was also carried out. In total, eight different 28S rDNA sequences were 
obtained from two gut content specimens. One of them matched with the sequence of Metridia 
pacifica which appeared in the environmental zooplankton samples. But, it was not identified 
from the same gut content specimen by morphological analysis. This result suggests that not 
only morphological examination but also genetic identification are necessary to identify species 
composition of the fish gut contents.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86

BP-42

Bioactive Compounds from a Korean Marine Tunicate

왕위홍, 이재환, 고현실, 황후상, 강헌중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A Korean marine tunicate (BYD-25) has been investigated as a part of our ongoing project directed 
towards the search for bioactive natural products. Bioassay-guided fractionation has afforded, in 
addition to two known compounds, eight new β-carboline alkaloids and nine new non-nitrogenous 
secondary metabolites. Their structures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NMR spectroscopic and MS 
spectroscopic data. Compounds 1-8 are the second examples of 1-benzoyl-β-carbolines isolated from 
natural sources. And compounds 12-19 possess a rarely encountered carbon skeleton. The analogues 
of 9-11 has been reported to display potent cytotoxicity and antibacterial activity and show moderate 
but selective inhibition of protein phosphatases 1 and 2A. The bioactivity study of the compounds 
1-19 are und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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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R Antagonists from Korean Marine Organisms

최혁재, 주문경, 진정욱, 고현실, 황후상, 강헌중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The Farnesoid X Receptor (FXR) is the member of nuclear receptor superfamily of 
transcription factors and is important in cholesterol metabolism in human body. More than 50% 
of absorbed and accumulated dietary cholesterol are catabolized into bile acids, and then they 
are stored at gall-bladder and excreted into intestine. About 95% of bile acids are re-absorbed 
in intestine through enterohepatic circulation and 5% of them are removed by fecal elimination. 
Bile acids activate FXR as natural ligands and repress cholesterol catabolism. In liver, activated 
FXR regulates SHP, and it interferes binding of LRH-1 to LXR and inhibits the expression of 
CYP7A1, the rate limiting enzyme in the bile acid synthesis from cholesterol. In intestine, FXR 
stimulates the expression of ileal bile acid binding protein (IBABP) and increases re-absorption 
of bile acids from intestine to the liver. FXR is thus a key regulator in cholesterol and bile acid 
homeostasis in human. FXR-selective antagonizing agents can stimulate cholesterol catabolism 
and fecal excretion, and they can be candidates of treatment for hypercholesterolemia.

Searching for FXR antagonists, we found FXR antagonistic activities from the extracts of a 
Korean marine sponge and a tunicate. Through bioactivity-guided isolation, we obtained seven 
FXR- antagonizing compounds. They showed IC50 values as low as 1.2 μM on the cell-based 
assay system, which is lower than that of the well-known FXR antagonists, guggulsterones, and 
selectively regulated the deactivation of FXR. Therefore, they can be lead candidates to develop 
drugs for treatment of hypercholesterol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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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Metabolites from a Korean Marine Sponge 
of the Genus Spongi and their Biological Activities

남상집, 신경진, 고현실, 이재환, 황후상,
오진구, 진정욱, 고재영, 강헌중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Many secondary metabolites have been isolated from a marine sponge the Genus of Spongi and 
many of these compounds are notably interest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pharmacological 
properties. In fact, these metabolites have been reported to exhibit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cytotoxic, antimicrobial, ichthyotoxic, antibiotic, human phospholipase A2 inhibitory, PKC inhibitory 
activities. 

In continuation of the investigation on secondary metabolites from a Korean marine sponge of the 
genus Spongi, fourteen scalarane sesterterpenes including eight new compounds, two novel and four 
known indole derivatives, and one novel and three diketopiperazines were isolated. Among them, 
fourteen scalarane sesterterpenes showed an inhibitory transactivation against the nuclear hormone 
receptor, FXR (farnesoid X receptor), which is a promising drug target to treat hypercholesterolemia 
in human. Consequently, scalarane sesterterpenes have the potential to be exploited as new drug leads 
to develop hypocholestemic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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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 of three 
clock genes from the mudskipper, Scartelaos gigas

송정민, 강거영, 김고은, 서현석, 김충곤, 김완수, 이윤호

한국해양연구원

CLOCK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proteins involved in circadian rhythm in animals. Clock 
genes have been cloned from several species, including mammals, insects, birds, fish and 
amphibians. In this study, we have cloned three clock homologs from the mudskipper, 
Scartelaos gigas: sgclock I (859 a.a), sgclock II (831 a.a) and sgclock III (842 a.a). The three 
genes contain the basic helix-loop-helix domain, PAS-A and PAS-B domain, and the Q-rich 
region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all the clock genes.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 of the 
clock genes reveals that SGCLOCKI and SGCLOCKII diverged within the fish lineage after the 
separation between the fish and the other vertebrates, probably due to gene duplication. 
SGCLOCKIII makes a distinct cluster together with a homologue of the zebrafish, zfClock2 
and Homo sapiens neuronal PAS domain protein 2. This group of genes are paraphyletic to the 
other clock genes, being duplicated within the common ancestor at the early stage of vertebrate 
evolution. This is the first report of clock genes from the mudskipper and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molecular evolution of the circadian rhythm genes in 
marine organisms.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290

BP-47

Manganase and Copper/Zinc superoxide dismutase 
genes from the intertidal copepod Tigiopus 

japonicus, as a possible biomarker for heavy metal 
pollution

Jung Soo Seoa, Tae Jin Parka, Heum Gi Parkb,
Jae-Seong Leea,*

aDepartment of Molecular and Environmental Bioscienc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bFaculty of Marine Bio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of Life Science,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Tigriopus japonicus inhabit rock pools of the intertidal zone of seashores in temperate and 
subtropical region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As these regions have different ocean 
currents, T. japonicus superoxide dismutase (SOD) genes play an essential role in a cell 
antioxidant defence system triggered by significant environmental stresses, especially reactive 
oxygen metabolite generated heavy metal exposure. We obtained the partial gene of Mn SOD 
and Cu/Zn SDO from T. japonicus, respectively. To get the full length cDNA sequence of 
Tigriopus Mn SOD and Cu/Zn SOD, respectively, we are performing 5' RACE kit according to 
manufacturer's instructions (Invitrogen). To analyze the gene expression of Tigriopus MnSOD 
or Cu/Zn SOD against environmental stresses such as heavy metal, we are performing Real 
time RT-PCR. On exposure to different heavy metals, significant change in the expression of 
Tigriopus Mn SOD or Cu/Zn SDO was not observed. However, upon Mn exposure (10 ug/L 
and 50 ug/L), Tigriopus Mn SOD or Cu/Zn SDO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is 
study point put the useful of Mn SOD and Cu/Zn SOD expression pattern as a biomarker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stress such as heavy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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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the organic contaminants
in Korean coastal sediments: 

Instrumental Analyses and in vitro bioassays

김종성, 고철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해양학과)

Recently, contamination of the coastal environment by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is 
of increasing concern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present study aimed (1) to 
determine distribution and sources of POPs in sediment from the Korean coast (near the 
industrial areas) using instrumental analyses, and (2) to characterize the integrated biological 
potency of dioxin-like and estrogenic compounds associated with sediment samples by use of in 
vitro bioassays. Sediment samples collected from Korean coast (n=124) were analyzed for 
various POPs by instrumental quantification. Also, in vitro bioassays were employed to screen 
extracts for compounds able to elicit dioxin-like (H4IIE-luc cells) or estrogenic (MVLN cells) 
responses for sediment REs and FEs (F1, F2, and F3) samples. 

Varying concentrations of target organic contaminants were detected in coastal sediments from 
inland and bay areas, Korea and their abundance was found to be in the order of Alkylphenols 
(APs), PAHs, organochlorine pesticides, and PCBs. APs (sum of NP, OP, BP, and BPA) and 
PAHs (sum of 16 priority PAHs) were predominant and have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point 
sources in stream and river sediments (Figure 2). In contrast, sedimentary residuals of PCBs 
and OC pesticides were rather low and relatively uniform, except for hot spots (shipping yards), 
indicating their general sources in Korean coast. In general, spatial distributions of target 
organic contaminants measured i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ir sources were multiple and 
independent of each other. Meanwhile, the initial screening of the REs by in vitro bioassays, 
most of Korean sediment samples showed significant dioxin-like activity in H4IIE-luc bioassay. 
Analysis of FEs indicated that compounds present in F2 and F3 fractions were responsible for 
the significant reporter gene expression in H4IIE-luc bioassay.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utility of invitro bioassays in characterizing the 
occurrence and distribution of potentially adverse compounds in the environment. Risk 
assessment based solely on the instrumental results may underestimate the potential hazard of 
Korean sediment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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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the bio-toxicity of shipyard effluent 
water and surrounding stream water

안준건1,2), 서진영2), 김기범1)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1),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2)

삼성 공업 앞 고 만에는 조선소로부터의 배출수 뿐만 아니라 많은 생활폐수가 주변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일반 으로 산업 배출수는 처리를 거쳐 배출이 되는 것이므로 비교  낮은 

성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들은 여 히 해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생물체에 축 되어 유 독성, 호르몬 변화 등의 생물학  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 화학물질이 아닌 산업체에서 나오는 방류수와 주변 하천수를 상으로 하여 

그 인근에서 재 양식되고 있는 네 가지 양식 생물종들(넙치, 조피볼락, 멍게, 피조개)에 미치는 
생물학  향을 알아보기 하여 48시간 반치사농도(LC50)을 측정하 다. 한 동일한 시료에 

해 Comet assay를 이용하여 DNA 손상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넙치에서는 장평천에서만 26%, 조피볼락은 혼합방류수 (M1)에서만 13%, 멍게는 고
천에서만 10%의 치사가 보 으며, 피조개는 모든 처리구에서 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DNA
손상정도는 넙치의 경우 장평천과 2개의 혼합방류수 (M1, M2), 조피볼락는 장평천, 멍게는 세탁
폐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보 으며, 피조개는 모든 생물종과 시료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48시간 LC50 실험에서 본 연구에 이용되어진 6개의 배출수  주변 하천수에서는 단기간 내에 
실험 생물을 50%까지 치사시키는 독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한 Comet assay를 통한 DNA 
손상 측정에서도 모든 종들에 해 동일한 유 독성을 보인 시료는 없었다. 그러나, 두 생물종
(넙치, 조피볼락)에서 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DNA손상을 일으킨 장평천이 유 독성을 보

여 주었으며, 이는 인근 주거단지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향으로 단된다. 보 다 유의한 
단을 해서는 향후 동일한 시료를 이용한 계 별 반복실험과 화학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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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미세조류 21종 지방산 함량 분석과 5종
성장단계에 따른 지방산 조성의 변화

김소정, 최은석, 류태권, 이택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위해성연구 사업단

21종의 해양미세조류, 와편모조류(Gymnodinium sanguineum, Prorocentrum dentatum, 
Alexandrium sp., Prorocentrum micans, Prorocentrum minimum, Scrippsiella trochoidea, 
Hetrocapsa triquetra), 규조류(Thalassiosira weissflogii, Chaetoceros sp., Chaetoceros affinis, 
Chaetoceros didymus, Phaeodactyrum tricornutum, Skeletonema costatum), 유 나조류

(Eutreptiella gymnastica), 녹조류(Chlamydomonas sp., Chlorella ellipsoidea, Chlorella 
schroeteri, Nannochloropsis oculata), 착편모조류(Palova gyrans, Isocrysis galbana), 침편모조류
(Heterosigma akashiwo)를 지수함수기(exponential phase)단계의 미세조류를 모아 지방산 함량을 
분석하 다. 그리고 유용한 어패류 먹이생물을 제시하고자 5종(I. galbana, C. ellipsoidea, P. 
gyrans, N. oculata, P. tricornutum)을 선정하여 지수 함수기 5단계(early lag phase, late lag 
phase, exponential phase, early stationary phase, late stationary phase)별로 모아 지방산 분석하
다. 연구결과, 21종의 해양 미세조류의 지방산 함량은 종별에 따라서 지방산함량의 양상이 다
르게 나타났고 포화 지방산(saturated fatty acid : SAF) 보다는 불포화 지방산 (unsaturated fatty 
acid, USAF)이 높은 함량을 보 다. 다  불포화 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은 와
편모조류에서는 P. dentatum(86.53%), 규조류에서는 P. tricornutum(76.81%) 착편모조류에서는 I. 
galbana(64.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P. tricornutum(54.8%)은 EPA(eicosapentaeno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I. galabana(47.93%)은 DHA(docosahexaeno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 단계에 따라서는 체 으로 지수함수기 후반에서의 지방산의 농도

가 증가하 지만, P. tricornutum의 경우는 지수함수기 후에서 P. gyrans는 지수함수기에서 지
방산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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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미생물 Vibrio fischeri (N-tox)에 대한 시안과 
Dichlorophenol의 혼합독성 영향

이정석, 이규태, 김찬국, 김혜진, 박건호, 이종현

(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해양의 표 인 발 미생물인 Vibrio fischeri는 재 성이 매우 좋고 빠르고 간편하게 유해물

질의 향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유해물질의 생물학  독성

향을 평가하는데 리 이용되고 있다. 속, 유기오염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V. 
fischeri의 발 도는 노출 농도에 따라 감소하는 형 인 농도-반응 계(dose-response 
relationship)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러 유해물질이 혼재하는 시료(mixture)에 노출되
었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날 지에 한 측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수서환경의 표 인 오염물질에 하나인 시안(CN-)과 3,5-이염화페놀

(3,5-Dichlorophenol)에 각각 노출되거나 두 물질이 다양한 농도 조합으로 혼재하는 시료에 노출
된 V. fischeri의 발 도 변화를 (주)네오엔비즈가 개발한 N-tox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안에 30분간 노출된 미생물의 발 도는 0.5 mg/L 이상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고, 반
수 향농도(EC50)는 3.1 mg/L 다. 한 3,5-이염화페놀에 30분간 노출된 미생물의 발 도는 

2.8 mg/L 이상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고, 반수 향농도(EC50)는 5.0 mg/L 다. 
발 미생물 독성 향에 한 두 물질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해 시안 0, 2, 4, 8 mg/L과 

3,5-이염화페놀 0, 2, 4, 6, 8 mg/L을 4 X 5 조합으로 만들어 시험에 이용하 다. 한, 독성에 
한 매질의 향을 규명하기 해 NaCl 용액 (20 psu)과 인공해수 (35 psu)를 각각 매질로 이용
하 고, NaCl 용액의 경우에는 pH를 5.5로 조 한 용액과 pH를 7.5로 조 한 용액에서 각각 시

험을 실시하 다. 시험결과 시안과 3,5-이염화페놀 농도 조합의 일부에서 유의한 길항작용
(antagonism)이 찰되었다. 이와 같은 길항작용은 세 종류의 배양액 모두에서 찰되었으나 배
양액에 따라서 상호작용  독성 향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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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ynthetic responses of a benthic diatom to 
selected heavy metals and herbicides

강은주, 김광용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This study uses chlorophyll a fluorescence (as photosynthetic activity) to examine the effect 
of 2 - 96 h exposure of heavy metals and herbicides on the benthic diatom Nitzschia sp. in 
laboratory experiment. Samples were exposed for 96 h to 0, 0.01, 0.1 and 1 mg L-1 of copper, 
0, 1, 10 and 100 mg L-1 of chrome(VI), 0, 2.45, 24.5 and 245 mg L-1 of paraquat dichloride, 
and 0, 4.37, 43.7 and 437 mg L-1 of alachlor. The effective quantum yield of photochemistry 
(ΔF/Fm') was evaluated by subjecting light acclimated samples to saturating pulses of light 
using a pulse amplitude modulated (PAM fluorometer (Phyto-PAM). The impact of heavy 
metals on Nitzschia sp. photosynthesis was not severe in <1 mg L-1 but in the high 
concentrations (>1 mg L-1) clearly increased toxic stress during 96 h. Herbicides had a limited 
impact during the exposure period but clearly increased stress on the benthic diatom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Acute response of Nitzschia sp. to selected metals and herbicides was 
characterized, and the capacity of a benthic diatom to tolerate and recover from toxic stress was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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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ion of cholinesterase activity in vitro and vivo 
-a case study in Masan Bay

정지현, R.F. Addison, 심원준, 홍상희, 오정환, 오재롱

1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Cholinesterases (ChEs) are interested in the use of ChE as a "biomarker" as evidence 
accumulated that ChE activity in fish was inhibited at sites not obviously contaminated by 
organophosphate or carbamate pesticides. Although the chemical cause of such inhibition is still 
unidentified, ChE is being used as a bioassay to identify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which 
can be examined in more detail using the approaches of analytical chemistry. 

We have characterised the cholinesterases (ChE) in marbled sole (Limanda yokahamae) with 
the aim of using ChE's in this species to assess the effects of certain marine contaminants in 
northeast Asian waters. Since most contaminants of concern are sediment-bound, the selection 
criteria were that the fish should be preferably a benthic species (thus maximizingits exposure 
to contaminated sediment). In this study, we describe ChE activity in marbled sole from an 
industrial harbour, the inner reaches of Masan Bay with that in sole from a reference site, 
Haegeumgang, in Geoje Island. In late spring 2004, there are clear difference in ChE activity, 
with brain AChE being reduced by about 30%, muscle AChE 50%. A similar high level of 
enzyme inhibition was observed in muscle (BChE by 50 %) compared to those from 
Haegeumgang. In contrast, Masan bay marbled sole didn’t differ from Haegeumgang fish on 
ChEs activity in other seasons. This suggests that the Masan fish had different ChE affection 
than those on Haegeumgang in spr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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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onditions affecting the half-life 
period of sodium hypochlorite(NaOCl).

현봉길, 강정훈, 강경화, 이우진,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해양생태기능연구단

Recently, many countries are growing more interested in the economical impacts of invasive 
species through ballast water into the marine environments . Sodium hypochlorite (NaOCl) 
treatement is one of the efficient technique for removing of foreign species. He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how treated ballast water containg NaOCl reacts in the receiving area after 
discharged. Therefore, present study was planned to defin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half-life value of Total Residual Chlorine (TRC) under diverse experimental conditions.

We observed the change of Total Residual Chlorine (TRC) under the conditions of following 
light and dark, organism abundance and sediment conditions. NaOCl was produced by a 
Electro-Clean System (ECS) with sea water pumped out from the Jangmok bay.

TRC concentration was rapidly declined to half-life value under light condition relative to 
dark condition. When the organism is abundant, TRC concentration is fast decreased. And the 
sediment has a great effect to the reduction of TRC. Further reserch is needed to define the 
TRC oxidizing mechanisms.

* Sodium hypochlorite (NaOCl), Total Residual Chlorine (TRC), Electro-Clean System (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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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잘피묘(Zostera marina seedling)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박정임1, 김정배1,2, 이근섭1*

1부산대학교 생물학과, 2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시비가 잘피묘(Zostera marina seedling)의 생장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기 해 2004년 7월 
한반도 남해연안에 치한 거제만과 마산만에서 성숙한 잘피의 화지(flowering shoot)를 채집하
여 시간당 120리터의 해수가 흐르는 수조(4.5 x 1 x 0.75m)에 장하 다. 2004년 8월말에 수조
에서 종자를 얻어, 12월  모래와 뻘이 평균 20 cm의 깊이로 담긴 수조에 각각 제곱미터 당 
1600개의 종자를 무작 로 뿌렸다. 

2004년 12월과 2005년 6월에 20cm의 간격으로 20g의 완효성 복합비료(남해화학주식회사, 
21%N, 17%P, 17%K 량비)를 얇은 면섬유에 싸서 모래 수조와 뻘 수조의 질에 주입 후 수
층의 해수와 층의 공극수를 채취하여 무기 양염(암모니움, 질산염, 인산염)의 농도를 측정하
다. 시비에 따른 수층  층의 양염 농도의 증가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높게 나타났다. 시
비 후, 수층의 양염 농도 증가율은 뻘 수조가 모래 수조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층의 양

염 농도의 증가율은 모래 수조가 뻘 수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각 수조에 뿌려진 종자는 약 한달 후부터 발아하기 시작하 으며, 종 6개월 후 시비한 모래 
수조에서는 발아율이 9.3%, 뻘 수조에서는 34.0%로 나타났고, 조구의 모래수조에서는 발아율

이 4.7%, 뻘 수조에서는 25.0%로 조사되어 시비에 의해 발아율이 다소 증가되었다.
형태 인 차이를 찰하기 해 2005년 7월 각 수조에서 잘피를 채집하 다. 개체의 평균 키, 
잎의 폭은 시비한 모래 수조에서 각각 65.7cm, 3.7mm, 뻘 수조에서는 63.9cm, 4.3mm인데 비해, 
조구의 모래수조에서는 각각 26.5cm, 2.7mm, 뻘 수조에서는 40.1cm, 3.0mm로 나타나 시비에 
의해 개체의 키와 잎의 폭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개체당 지상부와 지하부의 평균 무게는 시비
한 모래 수조에서 각각 0.19g, 0.05g, 뻘 수조에서는 0.25g, 0.04g인데 비해, 조구의 모래수조

에서는 각각 0.04g, 0.03g, 뻘 수조에서는 0.07g, 0.05g로 조사되었다. 시비 효과는 모래 수조와 
뻘 수조 모두에서 뚜렷이 나타나 잘피묘의 발아  생장을 증가시켰으며, 뻘 수조에서의 발아율 
 생장율이 모래수조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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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history and reproduction of Gammaropsis 
japonicus (Amphipoda, Corophiidae) on a seagrass 

bed (Zostera marina L.) in southern Korea

정승진, 유옥환†, 서해립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한국해양연구원

The life history and reproduction of the epifaunal tube-dwelling amphipod Gammaropsis 
japonicus (Nagata) were studied from Gwangyang Bay, southern Korea. Standing crop of 
seagrass showed two peaks in spring and fall. Population dynamics of G. japonicus was closely 
correlated with standing crop of seagrass, suggesting that there is the biological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species. The life-history pattern was annual and iteroparous with two 
principal periods of juvenile recruitment during the year; in spring (May to July) and fall 
(November to December). Overall sex ratio was female-biased. The brood size and egg volume 
were positively related to body length of ovigerous females. At any given female size, egg 
volu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all breeding than in the spring, whereas brood size in 
the spring breeding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in the fall. The reproductive output of 
females between the two breeding periods was much greater in the fall than in the spring, 
suggesting higher reproductive effort during the fall breed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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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production of Gammaropsis japonicus 
(Amphipoda, Corophiidae) on a seagrass bed 

(Zostera marina L.) in southern Korea

정승진, 유옥환†, 서해립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한국해양연구원

Secondary production of Gammaropsis japonicus was performed at the seagrass bed in 
Gwangyang Bay, southern Korea. Biomass distribution of G. japonicu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tanding crop of seagrass (p<0.05), suggesting the biological interaction between two 
species. Biomass of G. japonicus was much higher in the spring than that in the fall. The 
annual secondary production of G. japonicus was higher than that reported in other amphipods 
inhabiting seagrass beds with 17.33 g DW m-2 yr-1. However, the annual P/B ratio was lower 
than that recorded previously with 5.72, indicating that the low number of generations 
decreased according to temperature affects P/B ratio. The combination of high abundance and 
secondary production suggests an important role for G. japonicus in the seagrass beds 
ecosystem as a trophic link from primary producers to higher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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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된 잘피의 생장도 변화

김정배1,2, 박정임2, 정창수1, 이근섭2

1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2부산대학교 생물학과

규모 잘피장 조성을 한 잘피의 실험  이식장소로 경남 마산시 구산면 내포리 연안과 

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만을 선정하 다. 각 장소에 구부린 철사를 이용한 잘피의 이식방법(변형
된 staple법)을 사용하여 단 면 당 18개체를 이식하 다. 내포리에 공 되는 개체는 거제시에

서 채취하 고, 장수만에는 정목면의 잘피를 채취하여 이식하 다. 잘피 이식시 유기질 비료의 
시비효과를 검증하기 해 장수만에서 2월, 7월, 10월에 단 면 당 180g의 유기질 비료를 투여
하 다.
두 조사장소에서의 수  빛의 양은 조사기간  내포리에서 일일 평균 21.2 Lux/sf로 2월에 최
값(145.7 Lux sf-1)을 나타내었고, 8월에 최소값(1.2 Lux sf-1)을 나타내었다. 장수만에서는 일일 
평균 28.1 Lux sf-1

로 2월에 최 값(123.6 Lux sf-1)을 나타내었고, 8월에 최소값(1.4 Lux sf-1)으
로 조사되었다. 조사장소에서의 평균 수온은 조사기간  내포리에서 19.2°C(최  5.4°C, 최고 
28.3°C), 장수만에서 17.9°C(최 6.4°C, 최고26.9°C)로 내포리가 조  높았다.
내포리에서 조사기간  수층의 평균 양염은 암모늄염이 5.8±0.9uM, 질산염이 3.2±0.8uM, 
인산염이 0.8±0.2uM 고, 장수만에서는 암모늄염이 0.9±0.0uM, 질산염이 1.6±0.0uM, 인산염이 
0.4±0.0uM로 조사되었다. 내포리에서 층 공극수의 양염은 암모늄염이 69.8±11.8uM, 질산염
이 1.1±0.4uM, 인산염이 4.8±0.9 uM 고, 장수만의 경우 암모늄염이 125.5±4.0uM, 질산염이 
13.3±0.7uM, 인산염이 9.8±0.4uM로 조사되었다.
생존개체의 도는 내포리에서는 이식 후 꾸 히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에 격히 도가 증

가하여 조사기간 말에는 약 80개체로 4배 이상 증가되었다. 장수만에서는 이식 기에는 오히려 
개체수가 감소하 으나, 3개월 후부터 조 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꾸 히 도가 증가하 고, 조
사기간 말에는 약 46개체로 늘어났다. 이식된 개체는 자연 서식지의 잘피와 동일하게 생산성이 
철에 가장 활발하 고, 여름에 감소하다가 가을에 수온이 내려가면서 다시 증가되었는데, 내포
리에서는 조사기간  평균 19.2±0.3 mg DWsht-1 d-1, 장수만에서는 27.6±1.1 mg DWsht-1 d-1

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간  두 장소 모두 개체당 잎의 수는 평균 5개 고, 잎의 폭은 내포리에서 
8.9±0.4mm, 장수만에서 10.4±0.4mm 다. 평균 개체의 길이는 내포리에서 67.4±6.0cm, 장수만
에서 90.1±7.6cm 로 나타났다. 평균 잎의 엽록소 함량은 내포리에서 5.6±0.1 mg-1gDW, 장수만
에서 5.9±0.5 mg-1g DW 다. 최 양자수율(Maxium quantum yield)은 두 장소 모두에서 0.7±0.0
로 조사되었다. 유기질 비료를 시비한 곳에서는 1개월 경과하면서 조구보다 시비구에서 개체
의 도가 26.5% 상승하 고, 조사기간 말에는 51% 상승하여 유기질 바다비료의 시비는 이식된 
잘피의 분지 효과를 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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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주변 해역 대형저서동물의 분포 특성

이형곤, 유옥환, 백상규, 박흥식, 김종관, 이재학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속한 력소비량 증가는 많은 원자력발 소와 화력발 소 건설에 

한 압력으로 이어졌으며, 발 소 건설과 가동으로 필요한 력을 얻는 신 상  손실을 감

수해야만 했다. 발 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배출은 해양환경변화를 가져와 주변 해역에 서식

하는 해양생물의 분포와 다양성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 퇴 물 표층과 층에 서식하는 서

동물은 정착성 는 고착성으로 이동에 제한이 따르며, 심지어 많은 종들은 일생을 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특성 때문에 발 소 주변에 서식하는 종들은 온배수의 향을 그 로 받아야만 했다. 
따라서 오래 동안 형 서동물 군집은 생태계에 한 스트 스와 오염지시자로 생물학  모니

터링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동해안의 원자력발 소가 치한 월성 주변 해역의 서

환경과 주변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 군집의 분포 특성을 밝히고자 하 다.
온배수가 유입되는 월성 주변 해역 연성 질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군집 조사를 해 2004
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27개 정 에서 van Veen grab sampler (0.1m2, 3회)를 이용하여 조사
하 다. 서환경의 경우, 발 소 주변 연안의 층수온과 퇴 물온도는 연안과 인 한 지역에서 

체로 높고, 수심이 깊은 외해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평균입도는 연안 정 에서 

0.5～4.2φ로 조립질이었으며, 외해로 갈수록 7.3～9.7φ로 세립질화 되었다. 분 도는 평균 2.4φ

로 very poorly sorted한 조성을 보 다. 형 서동물은 총 296종, 평균서식 도는 1,114개체
/m2, 생체량은 55.2gWWt/m2

를 나타냈다. 다모류 106종, 586개체/m2, 연체동물 81종, 413개체
/m2, 갑각류 76종, 51개체/m2가 출 하 다. 3월에는 총 236종, 1,126 체/m2와 9월에는 총 199종, 
1,102개체/m2

가 출 하 다. 군집구조는 연안과 외해 두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연안 군집은 
서동물의 공간  변화가 심하고 다양성이 높았으며, 외해 군집는 상 으로 연안보다 안정된 

군집구조를 보 다. 우 종은 연안과 발 소 남부 지역에서 높은 서식 도를 보 으며, 오염지시
종으로 알려진 종들이 연안 군집에서 다수 출 하는 경향을 보 다. 서환경요인과 서동물의 

계는 연안으로부터 외해로 향하면서 수심과 니질 함량이 증가하고 종수와 개체수  우 종 

Polydora sp.와 Alvenius ojianus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음의 상 성을 보 으며, 층수온과 퇴

물온도가 외해로 향하면서 감소함에 따라 종수와 개체수  우 종 Polydora sp.와 A. ojianus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양의 상 성을 보 다. 한 군집 내 기여종과 군집간 이질성을 높이는 종과 

온도와의 상 성은 연안을 따라 형성된 군집에 기여한 Mediomastus californiensis, Amphipholis 
sp.와 군집간 유사도에 기여한 A. ojianus는 온도와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으나, 외해 군집에 
기여한 Sigambra tentaculata와 Magelona japonica는 온도와 상 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연
안을 따라 형성된 군집은 어느 정도 온도의 향을 받고 있었으나 외해 군집의 경우는 수심이나 

퇴 상과 같은 다른 환경요인의 향이 더 지배 인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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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교란에 따른 저서생태계 군집구조 변화

유옥환*, 이형곤, 이재학, 박흥식, 김동성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본 연구는 2005년 11월부터 4개월간 량의 인 인 해사채취를 실시하여, 해사채취에 따른 
서식지의 교란이 서생태계 군집구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시범채취 정지역에서의 

시범채취가 시작되기 에 출 한 형 서동물의 종수는 2004년도에 본 연구 주변지역에서 실
시된 연구결과와 비슷하 지만, 도는 약 6배 이상 감소하 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우 종이

었던 다모류 H. yenourensis는 정  3에서 극 우  하 고, 시범채취 정 지역 (정  1과 2)에서 
우 한 단각류 U. grimaldii japonica는 기존의 조사에서는 우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시범채취 정해역이 기존의 해사채취에 한 향이 게 나타나 해사채취에 한 

향을 악하는데 합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서동물의 다차원척도분석 (MDS)에
서도 시범채취 정해역은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시범채취가 시작되면서, 정  0과 정  1에서는 종수  도의 격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
히 정  0-2에 우 했던 단각류 U. grimaldii japonica는 격히 감소되었으며, 시범채취 2개월 
후에 조사된 3차 조사에서는 정  0과 정  1에서는 출 하지 않았다. 그 지만, 정  2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간의 유사도 분석과 IMD 그리고 r.IMD 그리고 P/A ratio 분
석에서도 정  0과 1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함께 실시된 해 지형분석 결과, 해
사채취에 의해 발생된 해 웅덩이는 정  0과 1사이에서 집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정  0과 정  1에서의 서동물 군집이 해사채취에 따른 직 인 향을 받고 있었으

며, 정  2에서는 해사채취에 따른 서생태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정  3과 
4는 주변의 퇴 환경의 향에 따라 종 조성의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해사채취에 따른 서생태계의 향을 평가하는데 이용한 IMD과 r.IMD  P/A 

ratio 분석 결과는 해사채취가 이루어졌던 지역에서 모두 비슷하여, 기존에 이용되었던 SEP 지수
보다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해사채취가 진행되는 동안의 짧은 
기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채취가 끝난 뒤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
율 인 생태계 지수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31-400-6296, Fax: 031-408-5934
E-mail address: ohyu@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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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의 자연갯벌과 인공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군집구조

서진영, 최진우, 이창훈, 한기명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마산만의 자연갯벌인 암갯벌과 인공갯벌인 가포갯벌에서 2002년 3월에서 
2004년 3월까지 2년 동안 갯벌의 형 서동물을 상으로 군집구조, 갯벌의 조 에 따른 종조

성, 계 별 출 량 변동 등을 악하고자 하 다. 인공갯벌인 가포갯벌은 퇴 물의 지반이 무 

연약하여 연구자가 직  갯벌에 들어가서 생물채집이 어려워 만조시에 소형선박과 소형그랩 (채
집면 이 약 0.025 m2)을 이용하여 채집하 다. 암갯벌은 모래갯벌로서 갯벌에 출입이 가능하

여 간조시에 상자형 코어 (채집면  약 0.025 m2)를 사용하여 채집하 다. 가포갯벌을 퇴 상이 

니질로 구성되어 있고, 암갯벌은 모래가 우 한 퇴 상을 가지고 있었다. 
인공 펄갯벌인 가포갯벌의 출  종수가 상부지역에서 8종, 부지역에서 11종, 그리고 하부지
역에서는 10종이었다. 서식 도는 103~132 개체/0.025m2

의 범 를 보 는데, 하부역에서 낮았고 
상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서식 도를 보 다. 가포갯벌의 주요 우 종은 조사정 별로 약간의 차

이를 나타냈는데, 상부지역에서는 갯지 이인 Prionospio japonicus가, 부역에서는 Neanthes 
succinea가, 수로역에서는 Sigambra tentaculata 가 우 종으로 나타났다. 종다양성지수 (H')는 
상부역인 정  1에서는 2003년 10월에 H'=1.8로 가장 높았고, 부역과 하부역에 치한 정  2
와 정  3에서는 2002년 5월에 각각 H'=2.2로 가장 높았다. 
자연 모래갯벌인 암갯벌의 평균출 종수는 상, , 하 모두 5종으로 가포갯벌에 비해 다소 
낮았다. 개체수조성은 상부지역에서는 평균 813 개체, 부지역에서는 806 개체, 그리고 하부지
역에서는 773 개체가 출 하 다. 주요 우 종은 모든 정 에서 갯지 이인 Prionospio 
japonicus와 Neanthes succinea가 가장 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수종인 Neanthes japonicus는 
암갯벌의 하부역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 외의 우 종으로는 갯지 이인 Polydora ligni
와 Heteromastus filiformis등 이었다. 암갯벌의 종다양성지수는 모든 조사계 에 1.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산만의 자연갯벌과 인공갯벌이 퇴 상에 서로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우 종

의 조성이 매우 유사하 다. 가포갯벌의 서생물 군집은 마산만의 설토로 조성된 후 8년이 경
과한 시 에서는 체로 안정된 군집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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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시 ․ 공간적인 변동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mesozooplankton community 

in Masan Bay

장민철, 신경순, 장풍국, 이우진, 이재도, 윤미란, 강정훈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기능연구사업단

The seasonal variation of zooplankton communities was investigated in Masan Bay from 
April 2004 to February 2005 at 12 stations. The zooplankton community consisted of 54 taxa 
during the survey period. Mean abundance of total zooplankton ranged from 1,140(May)～
30,973(Nov.)inds./m3 and annual mean abundance of total zooplankton was 12,181inds./m3. 
Copepods were the predominant constituent, wihich comprised 1.3～92.0%(mean 40.6%) of the 
total zooplankton abundance. Five taxa accounted for approximately 67% of the annual mean 
zooplankton abundance: Noctiluca. scintillans(28.3%), Acartia omorii(17.8%), Paracalanus 
indicus(10.6%), Oikopleura spp.(6.6%) and Penilia avirostris(4.1%). A red tide causative 
dinoflagellate N. scintillans dominated during the study season except winter. P. indicus 
dominated from summer to winter, A. omorii in winter, P. avirostris in summer, Oikopleura 
spp. in summer and fall. Moon jellyfish Aurelia aurita may lead to a sharp decrease of the 
copepoda abundance from March to November in Masan Bay. A chaetognatha, Sagitta enflata 
and copepods, Acarocalanus gibber, Canthocalanus paupur, Temora stylifera, Clausocalanus 
furcatus and Scolecithrix danae indicating species for Kuroshio warm current species, were 
appeared from August to November and occurred in the largest at all stations in October of the 
year. This inflowing Kuroshio warm current influenc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area. During the study period except October, zooplankton communities in Masan Bay 
showed typical characteristics of coastal-estuarine communities, which were dominated by few 
species, and abrupt seasonal variations in abu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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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의 조하대에 분포하는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

1서인수, 1최병미, 2박현제, 3윤건탁, 1손민호, 4김광봉, 2강창근, 3홍재상

1(주)해양생태기술연구소, 2부산대학교 생물학과,
3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4국립공원연구소

한려해상국립공원 조하 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의 생물다양성과 군집구조를 악하기 하여 

2005년 5월과 6월에 총 24개 정 을 상으로 장조사를 실시하 다. 장조사 결과, 총 284종의 
형 서동물이 출 하 고, 개체수와 생체량은 각각 52,850개체와 3,718.1 gWWt을 나타내었다. 
출  종수와 개체수는 환형동물문의 다모류가 137종과 35,518개체가 출 하여 체의 48.2%와 
67.2%를 유하여 가장 우 하 다. 반면 생체량은 단일 개체의 량이 상 으로 높은 극피동물문

이 2,503.4 gWWt을 나타내 67.3%의 높은 유율을 보 다. 
본 조사에서 각 지구별 정 의 수와 채집면 의 차이는 있지만 출  종수는 통 ･한산지구>사천지
구>남해 교지구>오동도지구>거제･해 강지구>상주･ 산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 면

당(m2) 출  종수는 사천지구가 71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해 교지구(61종), 통 ･한산지

구(49종), 오동도지구(46종), 상주･ 산지구(34종), 거제･해 강지구(30종)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개
체수는 통 ･한산지구>사천지구>오동도지구>남해 교지구>거제･해 강지구>상주･ 산지구의 순

으로 나타나 출  종수의 경향과 동일하 으나, 단 면 당 도는 사천지구가 4,387개체로 가장 
높았고, 오동도지구와 남해 교지구가 3,276개체와 3,234개체를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종 다양도와 
도가 높았던 통 ･한산지구는 1,900개체로 상 으로 었고, 이 밖에 거제･해 강지구와 상주･

산지구는 각각 934개체와 730개체를 보 다. 반면 생체량은 통 ･한산지구>거제･해 강지구>상
주･ 산지구>남해 교지구>오동도지구>사천지구의 순서로 출  종수  개체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단  면 당 생체량에서도 통 ･한산지구가 227.8 gWWt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거제･

해 강지구와 상주･ 산지구가 200.2 gWWt와 166.7 gWWt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이 밖의 남해
교지구(93.1 gWWt), 오동도지구(61.1 gWWt)와 사천지구(53.3 gWWt)의 순이었다. 한편, 집괴분
석과 다차원배열법을 실시하여 형 서동물의 군집구조를 악한 결과, 형 서동물 군집은 크게 

2개의 그룹과 2개의 정 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2개의 정 은 종 다양성이 매우 낮았던 정  1과 
부분이 자갈로 구성된 정  4이었다. 다음으로 그룹 1은 상기의 2개 정 을 제외한 거제･해 강지

구의 4개 정 , 통 ･한산지구의 정  7을 제외한 6개 정 , 남해･상주지구의 정  18과 19, 남해 교 

지구의 정  22, 마지막으로 오동도 지구의 정  23과 25이었다. 반면 그룹 2는 사천지구의 3개 정
과 그룹 1에 포함되지 않은 정 (정  7, 17, 20, 21, 24)들로 구성되었다. 그룹 1의 표 인 종으로는 

지동물문 단각류의 Corophium sinense, Eriopisella sechellensis와 다모류의 Magelona japonica, 
Sternaspis scutata, Paraprionospio pinnata, Tharyx sp.1 등이었다. 반면 그룹 2는 다모류의 Isolda 
pulchella, Mediomastus californiensis와 Minuspio multibranchiata, 단각류의 C. acherusicum와 
Gammaropsis japonicus, 극피동물문 거미불가사리류인 Amphiura vadicola가 특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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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태평양 심해저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의
위도별 서식패턴의 연간변화

민원기, 김동성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계보전연구단

심해 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 군집에 한 연구는 서양과 지 해에 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으며, 태평양의 심해 연구는 주로 서태평양에서 형 서동물의 분포특성과 환경요인에 

한 몇 편의 연구와, 북동태평양에서는 최근 들어 해 물자원 채취와 련된 층생태계의 서

식환경변화와 교란에 한 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반 인 심해 환경에서의 형

서생물의 서식 개체수는 100～1,000 개체/10cm2 로 알려져 있고, 심해  지역 (수심 6,000m 
이하)에서는 10～100 개체/10cm2 로 낮은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공충류 제외). 
먹이 입자의 공 이 매우 잘 되는 지역 (계 으로 식물 랑크톤의 발생이 일어나는 아한도

의 경도 해역; 구 으로 륙사면의 기슭이나 쇄설물을 퇴 시킬 수 있는 흐름이 있는 지역)에
서는 서식 도가 1,000 개체/10cm2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용승지역과 륙 의 

앙해령 부근에서도 풍부한 양분의 공 이 이루어져 형 서동물의 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가 수행된 해역의 도를 심으로 흐르는 남 도 해류나, 북 도 반류, 북 도 해류는 계

에 따라 는 시기에 따라 그 범 가 유동 으로 변하고, 그 변함에 따라 해수 의 생물이나 그

에 향을 받는 서생물의 분포  서식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1998년과 같이 
엘리뇨에 의한 지구 체 인 향을 받는 시기와 그 후 몇 년간의 평년 시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형 서동물의 도별 분포 특성이 연도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에 하여 고찰하 다. 연
구 심해역은 6˚N 지역에서 남 도해류와 북 도반류의 경계선이 있는 것 즉, 6˚N 지역에서 
양 해류가 만나 수렴하는 것이 밝 지고, 이 해역에서의 수온약층은 그 의 도해역보다 아주 
폭이 넓게, 깊은 곳까지 약한 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밝 졌다. 이곳에서의 표층 생산력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며, 형 서생물에 있어서도 5˚～7˚N 사이에 치한 해역의 퇴
물에서 다른 도의 해역에 비하여, 높은 서식 도를 나타냈다. 1999, 2003, 2005년 조사에서
는 북  5～7도에서 100～200 개체/10cm2

주변 정 의 서식 도인 100개체/10cm2 이하의 서식
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1998년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  5도와 6도에서 300개체/10cm2 
이상의 높은 서식 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에 발생한 엘리뇨에 의한 향으로 인
한 표층 해역의 일차생산량의 년도별 변동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결과로 표층해역의 생산량 

변동이 직 으로 서생태계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03년과 2005년의 북  5
도에서 10도까지의 각 정 의 평균 서식 도는 각각 1.11×104 개체/m2, 0.96×104 개체/m2로서, 
서태평양에서 보고 되어진 3.7×104～1.3×106개체/m2

의 서식 도와 북태평양에서의 2.0×106개체
/m2
와 비교해도 다소 낮은 범 의 값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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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채취로 인한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단기 변동

민원기, 노현수, 김동성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계보전연구단,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

해사채취 지역에서의 서동물은 채취에 따른 해 퇴 층의 교란  부유탁도에 의한 재침

에 의한 향을 직 으로 받고 있으며, 생물의 재가입은 해사활동이 완 히 끝난 후에 일반

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1년 기간 동안의 짧은 해사채취 이후의 서생태
계의 완 한 회복 ( 도, 생체량, 종다양도의 회복)은 일반 으로 채취가 멈춘 후 2-3년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처럼 장기간의 해사채취가 일어난 지역에서의 
서생태계 회복은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되어 지지만, 이에 한 연구는 많지 않
다. 본 연구의 상인 형 서동물은 그 크기로 볼 때 부분 1mm크기의 망목의 체를 통과하
는 주로 간극동물(interstitial animals)에 속하며, 일반 으로 물리 인 교란에 하여 다양한 반

응을 보이는데, 교란 직후 먼  가입한 생물군이 기회종으로서 유리하게 생육하다가 다른 종간

의 경쟁에 의해 천이되고 군집구조는 생식과 연 되어 패치를 이루거나 분산되게 된다. 우리나
라에서 해사채취의 규모에 따른 서생태변화  회복에 한 연구는 단시간의 소규모 교란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년간 채취가 없었던 지역에서 약 4개월 동안 채집면  

40,000m3 정도의 채취를 진행하는 동안의 형 서생물의 군집의 단기간 변동에 하여 고찰하

다. 조사는 시범채취가 시작되기 5일  11월 25일부터 1차 조사(사 조사)를 실시하 고, 채
취가 시작된 28일 후(2005년 12월 28일)와 70일 후(2006년 2월 11일)에 2차와 3차 조사를 실시
하 다. 체 6개의 정 에서의 채집은 부분 반경 30m안에 치하도록 하 는데, 분석결과 총 
12개의 간극동물 그룹이 출 하 다. 각 시기별 조사정 의 퇴 물에서, 표층으로부터 3 cm 깊
이까지 출 한 간극동물의 서식 도는 정 별로 2 개체/10cm2

에서 86 개체/10cm2 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해사채취의 형 서동물 군집에 한 향은 가장 우 한 선충류를 심으로 가시

으로 잘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식 도의 회복이 빠른데 비하여 서성 요각류는 

감하고 나서 다시 서식 도가 증가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취 후에
는 조구 정 을 제외한 모든 정 에서 서식 도가 감하 고, 70일 후에는 정 별로 다소 차

이는 있지만 모두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시범채취 후 채취지역의 서식 도  출

 분류군 수는 감하고, 선충류의 조성비가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교란평가 가능 지
수인 N/C 비 (Nematodes/Harpacticoid Copepods ratio)가 채취지역과 조정 의 뚜렷한 차이를 

보 다. 한, 각 정 의 형 서동물 군집의 서식 도의 유사성을 기 으로 MDS chart를 작성
한 결과, 조구 정 의 경우 변화의 폭이 가장 작게 나타나고, 채취 지역에 가까운 정 들이 변

화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서, 해사채취로 인한 형 서동물 군집변화 양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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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pecies of the genus Tenuidraconema (Nematoda: 
Draconematidae) from a seamount near Tonga Islands (South 

Pacific), with notes on habitat and biogeography

노현수, 민원기, 김동성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계보전연구단

A new species of free-living marine draconematid nematode, Tenuidraconema tongaensis n. 
sp., is described from the subtidal dead corals from a seamount near Tonga Islands. It differs 
from all the species hitherto described b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position of 12 cephalic 
adhesion tubes (posterior 6 cephalic adhesion tubes inserted on the body annules and anterior 6 
ones on rostrum in male; all 12 cephalic adhesion tubes inserted on rostrum in female), number 
of posterior sublateral adhesion tubes (11 in male and 12 in female) and posterior subventral 
adhesion tubes (10-11 in male and 10-12 in female), position of the intermingled somatic setae 
(between SlAT 1 and SlAT 2 in both sexes), longer body (1162 ㎛), larger spicules (43 ㎛), 
and higher "c'" value (9.6 in male). This is the first discovery of the genus Tenuidraconema in 
the Tonga Islands, South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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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남해포 갯벌에 우점하는 저서다모류의 밀도변화

고병설, 최옥인, 조영조, 송재희, 권대현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우리나라 갯벌에 서식하는 서동물의 서식 도는 시․공간 인 변화를 갖는 것이 일반 이다. 서
식 도의 시간  변화는 계 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서 개체군의 변화는 생활사에 의한 가입(recruitment)의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먼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해안의 남해포 갯벌에 우 하는 서다모류인 Nephtys californiensis 가 
특정 시기에 서식 도가 일시 으로 증하는 원인을 생활사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2004년 남해포 갯벌을 상으로 서다모류의 군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N. californiensis가  조사 
정 에 골고루 분포하며 평균 74.6개체/m2

의 도로 서식하는 우 종으로 밝 졌다. N. californiensis 
개체군의 시간  변동을 알아보기 해 부 조간 의 한 정 에서 2005년 12개월간 매월 0.3m2의 

면 에서 깊이 30cm 까지 서식하는 1mm 이상 크기의 형 서다모류를 채집하여 형 개체군의 
변동 양상을 알아보았으며, 동시에 1cm 깊이의 표층 퇴 물 0.1m2

에 서식하는 0.2mm 이상 크기의 
형 서다모류를 채집하여 연구종의 착 (settlement) 시기를 조사했다. 
2004년 조사정 에서의 N. californiensis의 형 개체군은 4계  평균 112.5개체/m2(±45.03)의 도
로 서식하고 있었는데 여름철에만 180개체/m2

로 도가 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연구종 
1mm 이상 크기의 개체군은 연 평균 68.6개체/m2(±32.05)의 서식 도로 출 했다. 연구종의 월별 
형 개체군의 도 변화를 살펴보면 1월에서 4월까지 서식 도의 감소시기가 있었고(130→36.7개체
/m2), 5월에서 6월까지 증가(66.7→73.3개체/m2), 7월에 26.7개체/m2

로 감소했다가 11월까지 123.3개
체/m2 도까지 꾸 히 증가하다가 12월에 12.7개체/m2의 도로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반면 
1cm 깊이의 표층퇴 물에 서식하는 0.2mm 이상 크기의 형 N. californiensis의 개체군은 5월에서 
7월 사이의 3개월간 200개체/m2 

이상 높은 도로 출 했으며(200～250개체/m2) 이 가운데 1mm 이
하 크기의 개체군은 5월에만 집 으로 출 했다(143개체/m2). 
즉, 형 N. californiensis의 개체군의 시간에 따른 도변화는 1월에서 4월 사이에 산란에 의한 높은 
사망률로 인해 개체군의 감소시기가 있었고, 5월에서 7월 사이 수 에서 부유유생시기를 마친 2세  

어린 개체군이 표층 퇴 물에 규모 착 시기를 거친 후 형 개체군으로 성장하는 7월에서 11월까지 
도의 증가시기를 거치며 수온이 감소하는 12월에 개체군의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름철에 개체군의 서식 도가 증하는 상은 철에 규모 착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

다. 인근 해역인 안흥지역의 수온 연변화를 살펴보면 10°C 이하 던 해수 수온이 15～20°C로 상승하
는 시기에 규모 착  시기가 측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요 번식시기와 수온 상승 시기는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온이 최 치를 나타내는 여름철에 형 N. californiensis의 개체군
의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철에 착 (settlement)한 2세  개체군이 형 개체군으로 가입

(recruitment) 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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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갯벌에 서식하는 배양 가능한 철 환원 세균의
군집구조 및 다양성

조혜연1, 목진숙2, 김성한1,3, 현정호2*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바이오 신소재 사업단
2한양대학교 해양환경과학전공

3인하대학교 해양학과

갯벌을 포함한 연안 퇴 토는 높은 유기물 부하와 낮은 입도로 인해 표층 수 mm 이내에서 기성 
환경이 조성된다. 기성 환경에서는 산소 신 질산염, 산화철, 황산염 등을 자수용체로 이용하는 
다양한 기성 박테리아가 유기물 분해를 담당한다. 이  Fe(III)을 자수용체로 사용하는 철 환원 
박테리아(iron(Fe)-reducing bacteria; FeRB)에 의해 진행되는 철 환원 반응은 갯벌이나 유기물 농도
가 높은 연안 환경에서 주요한 유기물 분해 경로일 뿐 아니라, 철 환원 세균은 황산염 환원에 의한 유독
성 황화수소의 축 을 억제하는 생태/환경/산업 으로 요한 미생물 그룹이다. 강화도 갯벌 퇴 물 

내 서식하는 배양 가능한 철 환원 세균을 배양하기 해 기 으로 치환한 Widdel & Bak 
media에 자수용체로 Fe(Ⅲ)-oxide를 첨가하여 갯벌 퇴 물을 0-3 cm, 3-6 cm 깊이로 나 어 

종하 다. 배양된 철 환원 세균의 수직  군집구조 분석을 해 16S rRNA gene의 genescan과 
클론의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 다. Genescan 결과 0-3 cm와 3-6 cm의 퇴 깊이에서 배양된 

철 환원 세균의 군집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3-6 cm 깊이에서 배양된 철 환원 세균의 16S 
rDNA 클론(109개) 염기서열 분석 결과 Firmicutes(Low G+C gram positive bacteria) 그룹이 
58.3%의 비율로 가장 우 하 으며, 이는 T-RFLP 분석 결과와 일치하 다. Clostridia에 속하는 
클론들이 부분을 차지하 으나 배양되어 알려진 어떠한 미생물과도 86～89% 이상의 유사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강화도 갯벌의 고유종이라 여겨진다. Clostridia 그룹 내의 세균들은 
기  호흡을 하며, 그  일부 세균들은 철 환원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두 번째 큰 그룹으로는 14.8%의 비율로 나타난 δ-Proteobacteria 그룹으로, Desulfuromonas/ 
Pelobacter 그룹에 8개의 클론이 속하 다. 이들은 해양 환경에서 철(Fe(Ⅲ))을 자 수용체로 이
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표 인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δ-Proteobacteria 그룹 내에 
Desulfovibrio가 6개의 클론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양에서 높은 다양성을 보이는 γ

-Proteobacteria가 11.1%로 조사되었다. 이 그룹 내에는 Shewanella 그리고 Marinobacterium와 
높은 유사 계를 갖는 클론들이 주로 나타났다. Shewanella 한 철 환원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결과 강화도 갯벌 퇴 물 내에는 배양 가능한 철 환원 세균들이 다양한 군집을 형성하

고 있으며, 아직 분리 동정되지 않은 미생물들이 다량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미생물 자원의 
보고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철 환원 세균의 분리 동정
을 통해 미생물 자원  유용 물질 생산을 한 유 자 자원의 확보를 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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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의 저서미세조류의 계절적 변동

신용식, 이상현, 추앙둥바흐, 정병관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환경공학전공

양만 갯벌에서 서식하는 서미세조류의 계  변동을 악하기 하여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장조사를 실시하 다. 정 은 율 산업단지 좌․우측 갯벌에서 100m 간격으
로 선정하 으며 서미세조류의 생물량(클로로필)외에도 수온, 간극수 양염 농도, 퇴 물 

도, 함수율등의 환경인자들로 측정하 다. 서 미세조류의 생체량은 2005년 9월과 2006년 2월
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강우량과 양의 상 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담수 유입과 련된 

양염 특히 암모니아와 규소의 증가가 생체량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로 양염과 생물량이 음의 상 계를 나타내어 상당히 많은 양염이 서 미세조류를 통해 

동화되고 이러한 작용은 양만으로의 양염 유입 감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수
온과는 음의 상 계를 나타내어 일조량이 정수 을 과하 을 때는 해 

(photo-inhibition) 상과 같은 부작용을 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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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70

Estimation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Growth 
Potential Using a Dialysis Membrane

이영식, 1이재성

국립수산과학원 양식환경연구소
1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

We developed a test to measure the growth potential of C. polykrikoides using a dialysis 
membrane and artificial seawater. Nitrite nitrogen and inorganic phosphorus in the medium 
were almost completely removed when the medium was dialyzed against artificial seawater for 
five or more 6-hour cycles using a dialysis membrane (Spectrum's Spectra/Por® 7 Membrane) 
with a molecular-weight cut-off of 50,000,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C. polykrikoides. The 
phytoplankton grew well even after dialysis. To estimate the growth potential of C. 
polykrikoides, a minimum initial concentration of >100 cells/mL is required. Methods using 
short-term starvation culturing of C. polykrikoides to measure growth potential were determined 
to be ineffective; instead, controlled tests using artificial seawater are recommended. The 
dialysis membrane used in this study can also be employed to measure the algal growth 
potential of other phytoplankto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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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71

Diurnal ultrastructural changes of 
Chattonella antiqua (Raphidophyceae)

김소영1, 서경석1*, 이창규1, 신웅기2, 이 윤1

1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팀, 2충남대학교 생명과학부 

Blooming of Chattonella species is normally found in inland sea with bountiful nutrient from the 
land water inlet during summer and causes mass fish kills in worldwide. Diurnal vertical migration is 
known as important in the acquisition of nutrients in phytoplankton. For example, cells are floating in 
surface water during the day and sinking down in the night to uptake bountiful nitrogen sources in the 
bottom of the ocean. As other phytoplankton species, the motile cell of C. antiqua does diurnal 
vertical migration. Therefore, it is quite important to clarify temporal dynamics following such 
concurrent physiological and ultrastructural modifications to understand the occurrence and 
development of Chattonella blooms. In electron micrographs, C. antiqua clearly showed a radial 
distribution of mucocysts on subcellular region and plastids composed of thylakoid layers. Central 
side of plastid filled with pyrenoid. Throughout the day, plastids in C. antiqua cells appears as an 
expanded net-like reticulum, During the night, however, the plastids were contracted toward the cell 
periphery. Interestingly, the electron density of pyrenoid was increased in cells harvested during the 
night. Such diel ultrastructural modification including plastid position is likely to be closely related to 
photosynthetic activity and nutrient utilization in C. anti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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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72

Growth kinetics of a flagellate, Chattonella antiqua 
(Raphidophyceae) isolated from Korea

서경석*, 김소영, 박영태, 이 윤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팀

Red-tide causing phytoplankton Chattonella antiqua may cause mass fish kills by clogging on the 
fish gill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nutrient requirement of C. antiqua isolated from Korea. C. 
antiqua showed in the maximum growth at the day five, and then a decrease of the cell density was 
followed. Nitrate and nitrite were preferred as nitrogen sources, and ADP was for phosphorus 
compounds. In the medium having ammonium, a significant decrease of the cell density was 
observed. Half saturation constants, Ks, calculated from the maximum growth rate were 4.94 μM for 
NO3 and 0.79 μM for PO4. The growth of C. antiqua was not within the function of N:P ratio (R2 = 
0.29). In the low N:P ratio as low as 10, the increase of cell density was obvious with higher division 
rate. At the level above 50 μM of NaNO3 or 8 μM of NaH2PO4, the growth rates were rather decreased. 
Phosphate was the limiting factors for C. antiqua growth since the starvation of phosphate had 
brought a rapid decrease of cell density in semi-continuous culture. Studies on the temporal 
modification of the efficiency on the nitrate or phosphate uptake may need to explain bloom dynamics 
of C. anti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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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73

Effect of Cochlodinium blooming
on the physiology of abalone

서경석*, 이창규, 김귀영, 이 윤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팀

The Cochlodinium red tide is the most notorious blooming causing the mass mortality of marine 
animals. During Cochlodinium blooming in 2003, the economical damage of abalone farms reached 
to 8 million dollars in Korea. This study was aimed to test the effect of Cochlodinium on the lethality 
of abalone under controlled condition. The oxygen demand of Cochlodinium was increased to reach a 
peak during the night, while the usage of oxygen by abalone was continuously dropped with a 
threshold of 2 mg/L. The addition of Cochlodinium did not effect on the respiration of abalones. 
However the usage of oxygen by Cochlodinium during the night will may lead anoxia of the animal. 
By aeration, the level of dissolved oxygen was in between 6.06 and 7.28 mg/L; 90% of abalones were 
survived even in a high concentration of Cochlodinium: 9000 cells/mL. Without aeration (3 mg/L of 
dissolved oxygen), abalones were suffocated immediately. By 20 hours, all tested abalones were dead. 
The density of abalones affected to their lethality. Therefore, the aeration during the night and keeping 
lower abalone density may help the survivorship of abalones during the Cochlodinium red 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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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74

적조생물 Cochlodinium polykrikoides와 Chattonella 
antique에 대한 제어세균 특성

최별님, 박영태, 김소영, 서경석, 변희국*, 이창규, 이 윤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팀, *강릉대학교 해양생명공학부

C. polykrikoides 조는 1995년 규모 조를 일으킨 이후 매년 유사한 시기에 발생하여 수
산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C. polykrikoides 조이외에 일본에서 1969년부터 상
습 으로 발생하여 수산 피해를 일으킨 C. antique 조가 장흥 해역에서 소규모로 발생한 바 있

다. 이러한 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해 다양한 물리․화학․생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1969년 Stewart et. al.에 의해 담수에서 랑크톤을 해하는 세균이 분리 보고 된 후로 
국내외에서 해양세균을 이용한 조제어기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생물 C. polykrikoides와 C. antique를 제어할 수 있는 세균을 분리하기 
하여 부산, 진해만, 거제도 주변 해역의 8개 정 에서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75 균주의 제
어세균을 분리하 다. 분리된 균주를 이용하여 Alexandrium tarmarence, C. antique, C. 
polykrikoides, Heterosigma akashiwo, Prorocentrum minimum에 한 제어 특이성을 조사하 으

며, 이  C. polykrikoides 제어세균 JN24와 C. antiqua 제어세균 05-105를 선택하여, 배양여과
액 첨가량  제어세균 성장에 따른 제어능과 배양여과액의 한외여과분획  HPLC 분획에 따른 
제어능을 조사하 으며, 제어세균 JN 24와 05-105를 동정하기 하여 16S ribosomal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 다. 
제어세균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생산되는 제어물질의 제어능을 측정한 결과 2개의 균주 모두 
수성장기 기에는 활성을 보이지 않았고 정지기 이후에 활성을 보여 수성장기 기 이후에 

제어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배양액 추출물의 HPLC 분획 별 조생물 제어능력을 
조사한 결과 C. polykrikoides 제어세균 JN 24의 배양액에서는 총 8개의 분획  3개의 분획에서 
제어능력이 있었고, C. antiqua 제어세균 05-105의 배양액에서는 총 6개의 분획  1개를 제외한 
모든 분획에서 제어능력을 보 다. 따라서 제어세균이 생성하는 제어 물질은 여러 종류가 존재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제어물질에 한 연구를 추진 에 있다.
한 제어세균 JN 24와 05-105의 16S ribosomal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각각 Bacillus 

sp., Pseudoalteromonas sp.와 높은 상동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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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국연안의 Pseudo-nitzschia속, Alexandrium속, 
Dinophysis속의 분포

손문호, 서경석, 박영태, 안경호, 이창규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팀

유해성 조의 생물  다양성과 지리  분포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지구 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패독(shellfish poisoning)을 야기하는 
Pseudo-nitzschia 속, Alexandrium 속, Dinophysis 속에 한 국내연안의 발생특성을 조사하는 것
은 매우 요하며,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해, 서해, 남해안에서 11개 연안을 선정하여 2005년 3월에서 10월까지 
Pseudo-nitzschia속, Alexandrium속, Dinophysis속의 출 상황을 조사하 다. Pseudo-nitzschia속
은 울진을 제외한 동, 서, 남해안의 모든 연안에서 3～10월까지 매월 출 하 다. 다른 해역에 
비해 남해안은 7월과 9월에 식물 랑크톤 개체수  Pseudo- nitzchia속이 96% 이상으로 높은 
도로 출 하 고, 진동연안에서 총 5×103 cells․㎖-1

으로 가장 높은 도로 출 하 다. 동해
안의 경우 울산연안이 다른 두 연안에 비해 다소 많은 개체수를 보 고, 7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포항연안은  기간 고르게 나타난 경향을 보이며 3월에 비교  많은 개체수가 나타났다. 서
해안은 태안연안이 다른 두 연안에 비해 많은 개체수를 보 으며, 5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Alexandrium 속 출 량은 동해를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 나타났으며, 진동연안에서 총 4×10 
cells․㎖-1 다른지역에 비해 높은 개체수를 보 다. Dinophysis 속은 모든 연안에서 다른 유해
조생물에 비해 출 량이 었고, 동해, 서해, 남해안의 모든 연안에서 주로 6월과 7월에 출 하

는 경향을 보 으며, 7월에 총 11개 연안  5개 연안에서 나타나는 등 하계에 주로 나타나는 특
징을 보 다. 주로 남해안 일   진해만에서 Pseudo-nitzschia속, Alexandrium속의 분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도로 출 한 반면 Dinophysis속은 서해안 일 에서 비교  높은 분포로 출

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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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76

유독 Alexandrium tamarense를 먹인 진주담치의
마비성패독 배출 특성

김영수, 손명백, 김창훈

부경대학교 수산생물학과

250 L의 희석된 f/2 배지로 채운 500 L의 아크릴 수조에서 계 배양(18°C, 24L:0D, 30 µmol 
photons/m2/s) 인 유독 Alexandrium tamarense를 지수기 기(8,000 cells/mL)에 수확하여 진
주담치에게 공 한 뒤 18일 동안 1일 1회씩 진주담치 내의 독양상을 HPLC로 분석하 다. 진주
담치는 2-3연령의 것을 한산도의 어류 양식장 부근에서 채집하여 각 실험구별로 100개체씩을 
200 L의 여과해수가 담긴 500 L의 아크를 용기에 수용하고 2주간 식시켜 독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 다. 이후 배양 인 A. tamarense를 진주담치를 수용한 실험구내로 일정량 공 하

여 각각 50, 100, 150, 300, 520 cells/mL의 도로 하 다.
실험구의 진주담치들은 24시간 동안 먹이생물 량을 섭취하 으나 520 cells/mL 실험구에서
는 24시간 동안 8.7%, 이후 48시간 동안 99.2%의 섭취율을 나타냈다. 진주담치들은 A. 
tamarense 섭취 직후 독을 축 하기 시작했으며 최고독량은 각 실험구에서 2-3일 사이에 검출되
었다. 이후 진주담치들의 독량은 18일까지 지속 으로 감소했으며 제독의 기와 후기가 다른 2
가지 양상을 나타냈다. 제독 기의 6일 동안은 50과 100, 150, 300, 520 cells/mL 실험구에서 
각각 13, 12, 14, 11, 7%/day의 제독률을 나타낸 반면, 6-16일 사이에는 6, 3, 3, 5, 6%/day를 나
타냈다. 한편, 독화 기의 진주담치는 C2와 GTX4가 주성분으로서 먹이생물의 독양상을 그 로 

반 하 으나, 제독기간 에는 다양한 독 조성비(% molar) 변화를 나타냈다. 체 실험구에서 

시간 경고에 따라 조성비(mol %)가 증가한 독소는 C1, GTX1,2, STX 고 감소한 것은 C2, 
GTX4 다. 300 cells/mL 실험구의 경우, C1의 조성비는 독화 기인 2일에 비해 18일에 약 4
배 증가하 으며, GTX1은 약 4배, GTX2는 약 38배, GTX3은 약 2배, STX는 약 53배 증가하
다. 이와 반 로 C2와 GTX4는 각각 약 4배, 약 3배가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들은 연안해역에
서 보다 효율 인 패류독화 모니터링 로그램 수립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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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77

동해안의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심정민, 김영숙, 서영상, 이용화, 황운기, 황재동, 윤석현, 전경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본 연구는 남해안에서 발생한 조가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시기의 해황이 동해안으로의 조

확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하여 조발생 의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변화와 

해류변동을 분석하 다. 
동해안의 유해 조 기록은 1995년 8월 29일 남 고흥군 덕흥리연안에서 발생 후 쿠로시오 난
류의 지류인 마난류에 편승하여 동해안으로 북상한 것을 시작으로 1998년, 2000년, 2004년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발생하 다. 
남해안의 조가 동해안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8월의 해류변동을 악하기 하여 동해 남부 
연근해역의 동해해양조사 측선인 208선(울기선)에서 동한난류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조가 

발생했던 해와 발생하지 않았던 해의 8월 지형류를 분석한 결과 지형류의 주축의 형성 치가 
수심에서 차이를 보 다. 먼  유해 조가 강원연안까지 확산되었던 1995년과 2003년의 지형류
의 분포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02 과 03  사이 표층에서 수심 50m층에 주축이 형성되었으
며 이 때의 유속은 0.4m/s 이상으로 반 으로 양의 값을 보여 이 시기에는 북동방향의 흐림이 

형성되었다. 반면에 조가 발생하지 않았던 1998년의 경우 주축은 03에서 외향역 방향으로 형
성되어 있으며 표층에서 수심 50m층까지 유속은 0.4m/s 이상이었다. 이 시기 유속은 -0.1～
0.8m/s로 연안역에서 음의 방향이 나타나 연안역을 따라 남서 방향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경우도 1998년과 유사하게 주축은 03 에서 외향역 방향으로 형성되었

으나 유속은 최  0.4m/s로 1998년보다 작았음을 알 수 있다. 
유해 조가 발생했던 해와 미발생했던 해의 조확산 시기에 동해 10개 연안별 식물 랑크톤 

우 종을 살펴보았다. 먼  유해 조가 강원도 연안까지 확산되었던 2001년 8월에는 동해  연
안에 쿠로시오 지표종인 Chaetoceros affine가 우  출 하 으며 2003년에는 Chaeto. affine와 
Chaeto. lorenzianus가 동시에 많은 출 량을 보 다. 반면에 동해안으로 조가 유입되지 않았
던 1998년의 경우 남해안의 최  발생일은 8월 30일로서 9월 연안의 식물 랑크톤 우 종을 살

펴본 결과 울산과 감포연안에서는 Skeletonema, 구룡포～강구연안은 Prorocentrum으로 연안별로 
다소 차이를 보 고 2000년 한 감포 Prorocentrum, 구룡포 Skeletonema, 포항 Ceratium 등 각 
연안별 우 종이 각각 다르게 분포하 다.
결론 으로 동해안의 유해 조는 동한난류 세기의 강약에 따라 확산정도가 다른 양상을 보

고 난류의 향에 따른 생물의 분포 특성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동해 남부연안에서의 해류 
변동양상과 Cochlo. polykrikoides와 같은 유해 조 발생  식물 랑크톤의 우 종 분포의 악

으로 동해연안으로의 유해 조 이동경로를 사 에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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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Distribution of Dinoflagellate Resting Cysts 
and

Detection of HAB species using PCR assay 
in Sediments of the Yellow Sea

Choul-Hee Hwang, Keun-Yong Kim and Chang-Hoon Kim

Department of Fisheries Biology,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dinoflagellate resting cysts in sediment samples of the Yellow Sea 
has been studied through the analysis of 33 samples by the palynological process. The sampling 
areas comprised four latitudinal transects, the northernmost of which was located off the 
Shandong Peninsula, China and the southernmost off Jeju Island, Korea. Each transect line was 
composed of six to nine stations, spanning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 coasts. A total of 
26 different types of dinoflagellate resting cysts were identified. Gonyaulax scrippsae, 
Alexandrium spp. (ellipsoidal type) and Gonyaulax spinifera were dominant at all stations 
surveyed. The latitudinal distribution trend showed that resting cyst concentrations were much 
higher along the inner two transects than those along the outer two transects. For each transect, 
resting cyst concentrations reached the highest in the offshore central areas and gradually 
decreased nearer to the Chinese and Korean coasts. This concentric resting cyst distribution 
pattern was correlated with hydrographic features such as circular current systems, sedimentary 
properties and water depth of the Yellow Sea.

Outbreaks of harmful dinoflagellate blooms of Alexandrium tamarense and Cochlodinium 
polykrikoides have gradually increased in Korea coastal waters and caused severe damage to 
mariculture industry. In order to detect and monitor these harmful dinoflagellates in sediment 
samples, the PCR detection assay was adopted. This technique was applied to extracted bulk 
DNA from the Yellow Sea. The PCR amplification using A. tamarense-specific primer pairs did 
not yield any visible products for yellow soil (a negative control), but produced clear bands 
successfully after ellipsoidal Alexandrium cysts were artificially added. Thus, yellow soil 
seemed to be an excellent negative control, not including genomic DNA of a targeted organism. 
In the Yellow Sea sediments samples, A. tamarense and C. polykrikoides were detected, 
species-specific primer pairs being used by the PCR assay. On the other hand, as it was hard 
to assess the concentration of resting cysts in the sediment by the detection assay, nested PCR 
was adopted to identify the definite existence of C. polykrikoides. Therefore, the PCR detection 
assayis expected to be used on the basis of molecular biological detection assays for the HAB 
monitoring and identification of harmful species such as C. polykrikoides, whose life cycle is 
not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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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에서 원생동물의 분포 및 역할

이원제1, 이재도2, 윤미란2, 신경순2

1경남대학교 환경공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마산만 표  환경에서의 원생동물의 분포와 미소생물 먹이망에서의 역할을 알아보기 해서 

2004년 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약 2년에 걸쳐 7개정 에서 조사를 실시하 다. 종속 양 미

소편모류의 존량은 평균 1.2 x103 cells/ml, 종속 양 와편모류는 평균 7.9 x104 cells/ml, 섬모
충류는 평균 4.0 x104 cells/ml 로 나타났다. 반 으로 엽록소-a 농도, 박테리아와 원생동물의 
존량은 유기물 유입이 많은 내만 정 에서 높고 외만정 에서 낮게 나타났다. 조사기간동안 
종속 양 미소편모류는 박테리아 이차생산의 평균 69%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산만에서 
종속 양 미소편모류가 박테리아의 주 포식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형동물 랑크톤은 미소조

류와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식물 랑크톤에 한 소형동물 랑크톤의 제거율은 평균 24%로 
나타나 이들 생물군집들에게 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로 단할 때 마산만
에서 원생동물은 박테리아와 미소조류의 성장을 조 하고 이들의 생물량을 상 양단계로 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산만은 후생동물 먹이망 보다 미소생물 먹이망이 상당히 
잘 발달된 곳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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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ndance and Distribution of picoplankton off 
southwestern East Sea, Korea

Mi Ok Park*, Francois Lantoine, Jacques Neveux,
Chang Ho Mo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aeyon-3-dong , 608-737, South Korea
Observatoire Oceanlogique de Banyuls, Laboratoire d’Oceanographie biologique (UMR 7621), 

66651-Banyuls sur mer, France

Abundanc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picoplankton were investigated in the upwelling region 
near Gampo, Southwestern East Sea of Korea during summer of 2001 as a part of consecutive 
3 years study (1999-2001)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upwelling on the ecosystem. Cell 
numbers of Prochlorococcus (Prochlo) and two groups of Synechococcus (Syn) and 
picoeukaryotes (Peuk) were counted by flow cytometry. Chlorophyll a( Chl a), b, c ,divinyl-chl 
a(dv-chl a) and b were measured by spectrofluorometry. The total fluorescence of Prochlo 
population was highly correlated with dv-chl a concentration (R = 0.83; n = 73). In coastal 
upwelling region, cold and eutrophic waters were dominated by diatoms with relatively low 
abundance of picoplanktons (2-4% of Total chlorophyll a =chl a + dv-chl a ) without Prochlo. 
Outside the upwelling zone, picoplankton at coastal stations were around 20% of the total 
community and increased going offshore up to more than 38% with a maximum 77%. The 
offshore region was typical of oligotrophic Tsushima warm waters, and contained high abundance 
of Prochlo at 20-30m (max. 1.2 X 105 cells/ml ) and Syn (> 104cells/ml) in the surface layer. 
Between these two different regions, a transition region was characterized by active mixing and 
by high abundance of Syn (upto 3.4x 105cells/ml) and Peuk (1 -70 x103cells/ml ) with few 
Prochlo. 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stribution patterns of Prochlo showed the boundary of 
Tsushima currents. Two different groups of Syn and Peuk were detected at specific stations and 
depths. Overlaying these vertical distributions with CTD profiles of salinity and temperature 
revealed that the two groups of Syn and Peuk are the signature of Tsushima surface and middle 
water,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differences in abundance and composition of the 
picoplankton community can be used in hydrographically complex area for discriminating 
different water masses. 

Keyword: flow cytometry, spectrofluorometry, picoeukaryotes, synechococcus, prochlorococcus, 
upwelling, Korea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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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an Antarctic 
Collembola Cryptopygus antarcticus.

남기웅, 김고은, 강거영, 김충곤, 이상훈1, 박경화2, 이윤호

한국해양연구원 바이오신소재연구사업단, 1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2전북대학교 생물교육과

The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a Collembola Cryptopygus antarcticus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vicinity of King Sejong Station in the Antarctic was determined. The 
genome is approximately 15.7kb in length and comprises of 13 protein coding genes, 2 
ribosomal genes and 22 tRNA genes. The gene orientation is as follows: I(tRNA)/ Q/ M/ ND2/ 
W/ C/ Y/ CO1/ L/ CO2/ K/ D/ ATP8/ ATP6/ CO3/ G/ ND3/ A/ R/ N/ S/ E/ F/ ND5/ H/ ND4/ 
T/ P/ ND6/ CytB/ S/ ND1/ 16S/ V/ 12S/ which is same as the typical Arthropoda mtDNA. The 
"A+T" content is 70.51%, the lowest among all other hexapod mitochondrial genome 
sequenced. The protein coding genes use ATA, ATG, and ATT as the initiation codons and 
TAA　and TAG as the stop codons.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 reveals that Cryptopygus 
antarcticus takes place at the most basal position among the Collembola species. Suborder 
Collembola has been believed as the most basal group among Hexapoda and Crustacea. 
Therefore, Cryptopygus antarcticus could be one of the first organisms being evolved at the 
very early stage of Pancrustacea di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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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말똥성게 (Strongylocentrotus intermedius) 배아를 
이용한 생물검정에 있어서 최적 조건

류태권, 이창훈, 성찬경, 한기명, 이택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위해성 연구사업단

생물검정(Bioassay)이란 어떤 물질이 살아있는 생물에게 미치는 향을, 표 인 조건에서 동일한 생물에게 

미치는 향과 비교하여 상 으로 평가하기 한 실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검정법은 특정 오염물
질이 매우 낮은 농도에서 일으키는 독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화학분석으로는 검출할 수 없거나, 분석이 어려운 
미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향을 검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게다가 해양 무척추동물의 생물검정법에서 유생을 
이용한 검정방법은 성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해양오염을 정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고, 
기 발생 단계가 성체단계보다 더 독성물질에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체, 유생 그리고 수정란의 발
생단계에서 비정상 인 형태는 생물검정의 지시자들로 사용되고 있다. 발생 과정에 자연 인 향을 미칠 수 있

는 조건으로는 온도, 수정란의 도 등이 있다. 이들 조건이 하지 못하다면 유생의 발생이 정상 으로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생물검정을 실시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조건
의 최  범 를 우선 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실험생물인 북쪽말똥성게 (Strongylocentrotus intermedius)를 이용하여 10, 15, 18, 20, 그리고 25°C의 온도구배를 

주어 최 의 온도결정 실험과 수정란의 도가 mL 당 25, 50, 100, 200, 400, 800, 그리고 1600 개가 되도록 조
하여 최 의 도결정 실험을 수행하 다. 
성게의 각 발생단계별 발생시간은 온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 으로 10°C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각 발생단계까지 이르는 경과시간은 감소하 다. 낮은 온도는 유생의 발생에 악 향을 미치진 않지만 발생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25°C 같은 온도에서는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발생에 악 향을 미치는 온도임

을 알 수 있었다. 온도는 발생시간 뿐 아니라 부화율과 정상 발생률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길어
진 실험 시간은 생물검정에 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생물검정은 가능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양환경을 진단
하기 한 목 으로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실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료의 상태가 변할 확률
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온도가 15°C  20°C인 경우는 정상 발생률이 90% 이상으로 높았다. 이 온도 범
에서는 성게의 배아가 비교  건강한 상태로 발생을 진행하 음을 의미한다. 20°C의 온도에서는 정상 으로 

발생한 유생이 약 70% 정도임을 보아 20°C 이상의 온도에서는 온도 자체가 발생을 해하기 시작하 음을 의

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게의 발생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는 온도는 15°C와 18°C이다. 부화율과 정
상발생률은 이 두 온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최  수정란의 도 결정 실험은 결과로 도에 따른 정상 발생률을 살펴보면, 25-100 embryos/ml 에서는 발

생률이 90%이상으로 나타났고, 그 이상의 도에서는 70% 정도로 나타났다. 성게의 정상 발생률은 기 수정란
의 도에도 향을 받고 있었다. 수정란의 도가 ml 당 25-100 개인 범 에서는 정상 발생률이 90%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수정란의 도가 ml 당 200 - 800 개인 경우는 정상 발생률이 70% 내외으로 감소
하 다. 도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정상 발생률은 격히 감소하여, 도가 ml 당 1600 개인 경우는 정상발생
률이 10% 내외로 낮아졌다. 따라서, 성게 배아가 도 자체의 향을 받지 않고 정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

 도는 ml 당 100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 생물검정에 사용하기 한 발생의 최  온도범 는 15-18°C에서가 합하고, 발생시간이 조
 더 빠른 18°C를 합하 다. 그리고, 생물검정을 한 정 도범 는 ml 당 25-100 개체 으나, 통계분석
이나 찰 오류를 피하기 해 ml 당 100개가 합하다.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326

GO-01

An overview on paleoclimate and paleoceanographic 
changes by East Asia monsoon evolution in Korea

석봉출1, 현상민1, 우경식2, 김정무3, 윤석훈4, 김성중5, 박병권1

1한국해양연구원, 2강원대학교, 3민족사관학교, 4제주대학교, 
5한국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ORDI) develops on three year research 
program since 2004 which titled on East Asia Monsoon evolution and paleoclimate changes. 
The program covers on wide field area through the East Asia including not only East Sea (Sea 
of Japan) but also from onland lake and caves in Korean peninsula. The program has focused 
on reconstruction of paleoclimate and paleoceanographic changes from the marine and onland 
core sediments since late Cenozoic and on paleoclimate numerical model during the 
mid-Holocene and the Last Glacial Maximum (LGM). 

Total of 7 piston cores from the East Sea and one cave sediment were collected from East 
Sea with different water depths from 667m to 2,247m deep and from Sup Cave in Gangwon 
Province, and have analyzed to each geological, geochemical and paleontological components to 
reconstruct paleoenvironments and paleoclimatic evolution. 

The Korea Plateau core sediment in the East Sea can be classified into 7 sedimentary facies, 
and the lowermost part was composed of the storm-influenced nearshore to shallow marine 
sediments of middle Miocene in age (12.8 to 13.4 Ma) from the 87Sr/86Sr initial ratio (0.70881 
to 0.70886). The presence of these sediments implies that the Korea Plateau has been 
subsequently subsided 600m into the present deep-sea position since the middle Miocene. 
Oxygen isotopic records of the p. foraminifera (N. pachyderma) indicate that the pelagic 
sediments represent the MIS 1 to 8. As previously reported, the consistently depleted oxygen 
isotope signatures may well indicate several episodes of surface-water freshening. This should 
result from the isolation of the East Sea basin due to the closure of the shallow straits around 
the East Sea during the MIS of 2.2 and 6.2. Also, the paleotemperature calculated from 
unsaturated alkenons index of the Korea Plateau core sediment were much lower during the 
MIS 6 compared to the present-day by about 10°C.

In case of climate model stud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f the monsoon circulation 
changes during the mid-Holocene and the Last Glacial Maximum (LGM) using relatively low 
resolution numerical models(greater than 200 km). In order to capture detailed features of the 
Asian monsoon circulation and associated climate changes, this study adopts a high-resolution 
model and attempt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change in wind 
fields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mid-Holocen and the L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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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2

유공충의 δ18O 및 Mg/Ca 분석에 의한 제4기 동해의 고해양

김정무1, 석봉출2, 현상민2, 우경식3, Michiyo Shimamura4

1민족사관학교 지구과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3강원대학교, 4일본 북해도대학

동해의 한국 지(38°00.043'N, 131°27.937'E; 수심 758.7m) 코아 퇴 물(M04-PC1A; 코아 길
이 587cm)에서 산출된 부유성 유공충 Neogloboquadrina pachyderma와 Globigerina bulloides의 
산소·탄소 동 원소(δ18O, δ13C)  Globigerina bulloides의 미량원소(Mg/Ca)를 측정하 다. 제4
기 동해의 표층수온(Mg/Ca-based SST, sea surface temperature)은 3.2～15.5°C의 범 를 나타낸

다. 이 SST 변동곡선은 유공충의 δ18O  미화석의 알 논(alkenone)의 변동곡선과 거의 일치
한다. 층수종인 N. pachyderma의 δ18O값은 코아 240cm(3.9‰)와 390cm (3.7‰) 층 에서 최

값을 나타내지만, 표층수종인 G. bulloides의 Mg/Ca는 코아 251cm(3.2°C)와 411cm(5.5°C) 층
에서 최 수온을 나타낸다. 이것은 제4기 후기의 빙하기에 어들면서 동해의 해수온도가 표
층수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며 최 수온을 기록하지만, 층수는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서서

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부유성 유공충의 안정 
동 원소와 미량원소 측정결과는 제4기 동해의 고해양 변화 연구에 요한 proxy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어: 부유성 유공충, δ18O, Mg/Ca, SST, 제4기, 고해양,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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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3

동굴생성물에 기록된 최근 5년간의
동아시아 몬순기후 변화

우경식1, 조경남1, 홍기훈2, 김석현2, 석봉출2

1강원대학교 지질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한반도에 분포하는 석회동굴은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뚜렷한 동아시아 몬순기후의 향 하에 

놓여 있으며, 동굴 내부에 성장하는 동굴생성물(speleothem)은 이러한 기후를 잘 반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해 강원도 평창군에 치한 섭동굴로부터 최근 5년(1999. 7. - 2004. 7.) 동안 성장
한 종유 을 채취하 다. 이 종유 의 길이는 20cm이며, 종유 의 성장속도는 약 4cm/yr이다. 
종유 의 지화학 분석 결과, excess 210Pb은 우기인 여름철에 하게 높은 값을, 건기인 겨울철
에는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excess 210Pb의 변화는 종유 이 성장하던 시기 동안 연구 지역

에서 측정된 강수량의 변화와 일치한다. Excess 210Pb이 강수량 변화를 반 하는 이유는 기 

에서 방사성 붕괴로 형성된 210Pb이 우기에 빗물과 함께 동굴 내부로 유입되어 종유 을 이루는 

방해석 내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여름철에 내린 강수가 동굴 속으로 빠르
게 유입됨을 지시한다. 

섭동굴 종유 의 미량원소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La, Zr, Y의 함량
은 이 지역 우기 동안의 강수량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Ba, Sr, U, Mn의 함량은 강수량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3) P의 함량은 월별 강수의 변화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지만 강수량
을 반 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  특히 Ba, Sr, U, Mn은 강수량이 낮았던 2000년과 2001년에 
하게 부화된 값을 보 으나, 나머지 1999년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강수량에 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강수량의 증가가 이들 원소 분포에 향을 미치지 못했
다는 것을 암시한다. 산소  탄소동 원소를 분석한 결과, δ18O = -8.57 ~ -7.65‰ (PDB), δ13C 
= -7.79 ~ -5.82‰(PDB)의 값을 나타낸다. 탄소동 원소는 2000년과 2001년에 상 으로 고갈

된 값을, 1999년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화된 값을 나타낸다. 한 excess 210Pb의 성분과 
비교할 때, 탄소동 원소가 가장 부화된 값을 나타내는 부분은 지난 2002년 기록 인 강우를 일

으킨 태풍 "루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성장한 종유  내 방해석의 지화학  성분의 변화는 동굴이 치한 지역의 

강수량, 지하수가 동굴까지 도달하는 시간, 주변 석회암과의 반응시간, 종유 이 침 될 때의 이

산화탄소 유리작용 등에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한 이러한 사실은 종유 이 과거 한반

도 몬순기후의 변동을 추 할 수 있는 요한 지시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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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4

Simulation of Surface Temperature and Hydrological 
Budget Change for the Last Glacial Maximum

김성중1, Thomas J. Crowley2

1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2듀크대

The climate of the last glacial maximum (LGM) is simulated with a high-resolution 
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model of NCAR CCM3 at spectral truncation of T170, 
corresponding to a grid cell size of roughly 75 km. LGM simulations were forced with the 
reconstructed CLIMAP sea surface temperatures, sea ice distribution, ice sheet topography, 
reduced CO2, and orbital parameters. Under LGM conditions, global-mean surface temperature 
is reduced by 6°C. In the tropics, land surface temperature reduction varies from 2°C to 8°C, 
with an average of 3°C which is slightly underestimated compared to the proxy estimates. The 
decrease of surface temperature leads to a weakening of the hydrological cycle and 
annual-mean precipitation decreases by about 13%. However, some regions such as the western 
and eastern U.S. appear to be wetter in the LGM; these results are in a broad agreement with 
paleoclimate proxy records. 

The presence of the Laurentide ice sheet leads to a splitting of the westerly jet over North 
America. This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imulations although this study used a lowerelevated 
ice sheet. Overall, the high-resolution model captures detailed climate features over land and its 
simulations are in a broad agreement with observational proxy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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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5

Holocene to late Pleistocene planktonic foraminifera 
from the outer-shelf sediments of the Korea Strait

강소라, 임동일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Sedimentological and micropaleontological characters in core sediments from the outer-shelf 
of the Korea Strait, which connects the northern East China Sea and the East Sea (Sea of 
Japan), were investigated to elucidate the paleoceanographic environment, especially the timing 
of the Kuroshio inflow, since the LGM. The core sediments, containing continuous records of 
the last 15,000 years, were characterized by a relatively high mud content (more than 50%, on 
average) and well-developed tide-influenced sedimentary structures. The mineralogical feature 
suggested that the outer-shelf core sediments originated from the paleo–Nakdong River system, 
which extended onto the shelf margin across the mid-shelf of the Korea Strait during relatively 
low sea level periods. Planktonic foraminifera record from the core sediment reveals a series of 
well-defined changes in paleoceanographic conditions during the late Pleistocene-Holocene. 
Down-core variation in the presence of four foraminiferal assemblage groups, i.e., cold, coastal, 
subtropical, and Kuroshio water groups, distinguished by characteristic planktonic foraminifera 
species, suggested a distinct paleoenvironmental change in the surface water at 7000 yr BP; 
there was a stage from 15,000 to 7000 yr BP influenced by coastal water and a stage since ca. 
7000 yr BP controlled by the modern open-sea water related to the Kuroshio, with both higher 
temperature and higher salinity. 

In particular, Pulleniatina obliquiloculata remarkably increased in abundance at this time, 
supporting the inflow of the Kuroshio to the study area.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oastal 
water-influenced stage terminated at ca. 7000 yr BP when the warm Kuroshio and its major 
branch, the Tsushima Current, began to flow into the northern East China Sea, as they continue 
to do today. As a result, the main flow of the Tsushima Current enteredthe East Sea through 
the Korea Strait after ca. 7000 yr BP, leading to abrupt changes in sedimentation rates and the 
dramatic increase in abundance of the Kuroshio indicator species P. obliquilocu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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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6

한국 남동 대륙주변부 표층퇴적물의 유공충 특성

우한준, 최재웅

한국해양연구원 해저환경연구사업단

한국 남동 륙붕의 서로 다른 수괴가 향을 미치는 울산과 감포 해역의 니질 에서 생 유

공충 특성을 악하 다. 이를 하여 각 측선의 정 들에서 유공충 종 특성과 표층-해양 생산성
과 연 이 있는 부유성 유공충과 서성 유공충의 비율 등을 분석하 다.

울산과 감포 해역에서 살아있는 유공충 38종과 부유성 유공충 9종을 포함하여 총 94종의 유공
충이 확인되었다. 체군집의 20㎖당 개체수는 울산 해역이 상 으로 많으나, 살아있는 유공충
의 비율과 살아있는 유공충의 종수는 감포 해역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다양도, 균등
도 그리고 사질유공충의 비율은 감포 해역에서 상 으로 높은 수치를 보 다. 부유성 유공충
과 서성 유공충의 비율(P/B ratio)은 울산 해역이 감포 해역 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감포 해역
이 서환경의 표층-해양 생산성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해역에서 나타나는 부유성 유공충의 종들  따뜻한 수온에서 분포하는 Globigerinella 
aequilateralis, Globigerinoides ruber, Neogloboquadrina dutertrei는 감포 해역 보다는 울산 해
역에서 상 으로 높은 비율로 분포하 다. 서성 유공충 종들  층수나 차가운 물에서 많

이 나타나는 종으로 알려진 Islandiella norvangi와 Stainforthia exilis tenuata는 울산 해역 보다
는 감포 해역에서 상 으로 높은 비율로 분포하 다.

서로 다른 수괴가 향을 미치는 감포와 울산 해역 니질 에서 표층퇴 물에 분포하는 유공충 

군집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 다. 유공충 군집 특성의 차이는 수괴 등 생태학  요인이 서로 다

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유공충 특성 자료는 홀로세 동안에 니질 의 고환경 변화를 해

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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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7

Paleo-Tsushima Water influx and its effect on 
surface water conditions in the East Sea during the 

last glacial maximum: Revisited

1이은일, 2김성중, 3남승일

1공주대학교, 2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3한국지질자원연구원

The semi-enclosed deep marginal East Sea is characterized by limited sill flow and low sea 
surface salinity during the last glacial maximum (LGM) when sea level was about 130 m lower 
than present level. Although three straits (the Tsugaru, the Soya and the Tartar) with shallower 
than 130 m in sill depths were completely closed, the Korea Strait with the deepest sill of 140 
m might have a partial connection to the East Sea, allowing a continuous, but highly limited 
throughflow at that time period. 

The volume transport at the Korea Strait during the LGM is estimated approximately 0.3-1.1 
x 1012 m3/yr, by using bathymetry, seismic reflection profiles and current data. The low sea 
surface salinity is known to have been caused by the East China Sea Coast Water (ECSCW) 
and high precipitation. However, the existing geological records indicate that precipitation 
reduced in the glacial East Sea. The high-resolution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predict that 
evaporation (2.16 mm/day) exceeded precipitation (1.43 mm/day), suggesting excessive 
evaporation rates (0.2 x 1012 m3/yr) over the LGM East Sea. This implies that the precipitation 
was not the factor to decrease surface salinity and the throughflow contained a huge amount of 
freshwater from the ECSCW than previously thought. The estimated surplus evaporation and 
sill flow are not identical, but they could be oceanographically considered as similar. The 
comparison between two values means that most of the sill flow ultimately escaped the East 
Sea through the evaporation during the LGM. This further suggests that the regional sea level 
in the East Sea might be largely maintained by a rough balance between incoming sill flow and 
outgoing evaporation during the L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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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8

The advantages of coral skeletal isotope
compositions for paleoclimate reconstructions

M. Shimamura1*, T. Oba1, T. Irino1, G. Xu2,
B. Lu2, L. Wang1, K. Toyoda1

1Hokkaido University, 2Tonji University
*Present address: Korean Ocean Research and Institute

Coral skeletons are widely used to reconstruct paleoclimatic variabilities. Carbonate skeletons of 
reef-building corals recordseasonal changes in isotopic and elemental compositions. Especially, oxygen 
isotopic composition of coral aragonite (d18Oc) has been used for over 25 years as one of the primary 
tools for paleo-environmental reconstructions because d18Oc is controlled by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seawater oxygen isotope composition (d18Ow) (i.e. sea surface salinity; SSS). On the other 
hand, carbon isotopic composition of coral skeleton (d13Cc), that ismeasured together with d18Oc, is 
rarely utilized, because the control factor of d13Cc is usually very complicated. If we coulduse both 
oxygen and carbon isotopic compositions, we would expect to get more information at once.

In order to evaluate the potential utilities of both d18Oc and d13Cc of coral skeleton, we conducted 
the extremely high temporal resolution (nearly daily interval) measurement against the coral skeleton 
(Porites lutea) collected from the east coast of Hainan Island, China. Then, the detailed relationship 
between isotope compositions and observed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examined. The fact that 
dynamic range of d18Oc of coral is much smaller than the d18O range expected from change in SST 
and SSS suggests that the extremely high (>30°C) and low (<22°C) SST, and low (<27) SSS are not 
suitable for coral calcification. Coral could not record the information in their skeleton (Shimamura 
et al., 2005). On the other hand, our d18Oc analysis in extremely high temporal resolution enables 
us to know the timing of skeletal formation from the seasonal profile of d18Oc. Weekly-scale dating 
of the skeleton within a year also enable us to compare d13Cc profile to its potential controlling 
factor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d13Cc was mainly controlled by solar radiation that would affect 
d13Cc through change of photosynthesis intensity of symbiosis algae.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need more care in use of d18Oc value and the comparison with 
modern SST and SSS observation is desirable, because d18Oc recorded in coral may not perfectly 
trace the SST variation. Only when the continuity of d18Oc record is guaranteed, it can be used as 
a paleo-thermometer. In the opposite case, however, the utility of d18Oc may be limited to a dating 
tool in intra-annual-scale resolution.

The d13Cc values can be potentially used as a proxy to reconstruct solar radiation in the past. In 
the case of the Hainan Island coral, summer and winter solar radiation reached at coral body are 
controlled by cloud density during summer monsoon break and surface water turbidity promoted by 
winter monsoon, respectively. Past monsoon condition could be recorded in summer and winter d13Cc 
values of the Hainan Island coral. Careful comparison between coral isotopic compositions and 
environmental data would enable us to open a new door for pale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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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09

순천만에서 퇴적물의 이동 특성

이희준, 김민지

한국해양연구원 해저환경연구사업단

순천만 내에서 음향도 러 유속계와 SeTMonS를 사용하여 해류와 부유물질 농도를 측하고, 
기존자료(입도자료, 토 물 자료, 유공충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순천만의 니질퇴 물 

 부유물질의 이동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지역의 표층퇴 물은 6.5-8.5 Ф의 세립질 퇴 물(silt와 mud)이 주를 이루는 니질퇴 상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만 북측에서 남측으로 갈수록 토(mud)의 함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만의 서측에 비해 동측에서 평균입도가 더 세립하게 나타난다. 부유물질의 평균입도는 6.5-7.5 Ф
의 니질퇴 물로 서해 연안의 부유물질과 비교해 볼 때 세립한 특성을 보인다. 부유물질의 농도
는 만 안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수심이 감소함에 따라 재부유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여진다. 
조류는 서수로에서 창조류가 0.4-0.5 m/s로 낙조류의 0.3-0.4 m/s 보다 높은 값을 보여 창조가 
우세한 반면, 동수로에서는 체 으로 낙조가 더 강한 특성을 보 다. 만 안쪽으로 갈수록 유속
의 세기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조류는 순천만의 북쪽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창조류가 강하
게 나타났다. 잔차류와 부유물질의 순이동량은 모든 정 에서 만 안쪽을 향하고 있어 측 기간 

동안 부유물질이 만내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순천만에서 수행된 토 물(최, 2004)
과 유공충 연구결과(최, 1997; Lee at al., 2000)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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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10

Sediment Transport in Adjacent, but Distinctive 
Estuaries of Southwest Florida

이 관 홍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Two adjacent estuaries, Pumpkin Bay and Fakahatchee Bay near Ten Thousands Islands in 
Southwest Florida, have distinctive patterns of flowcirculation due to different intensity and rate 
of freshwater discharge. The extensive canal system, built in South Golden Gate Estates 
(SGGE) to drain heavy rain during the wet season, reduced the freshwater discharge to 
Pumpkin Bay, while Fakahatchee Bay, which is located in south of SGGE, remained relatively 
pristine. To better understand flow patterns and sediment transportin these two estuaries, we 
deployed two acoustic current profilers in the upstream and the river mouth of each estuary for 
about a month during wet and dry seasons. Accompanied are salinity and temperature sensors.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sediment transport of two adjacent, but distinctive 
estu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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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12

IODP 310 Tahiti Sealevel Change의 연구경과보고

1우경식, 2이영주

1강원대학교 지질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IODP 310은 타이티 주변의 산호 를 시추하여 마지막최 빙하기(Last Glacial Maximum) 이
후의 해수면 변동을 조사하기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 산호 를 이루고 있는 산호 에서 

Porites sp.를 고해상도 산소동 원소 분석을 통하여 같은 기간 동안 천해 해수의 수온변화(SST; 
Sea Surface Temperature)를 추 하는 것이  다른 목 이다. 이 조사를 하여 2005년 10월 6
일부터 11월 16일까지 타이티 주변 산호  총 37개 지 에서 시추가 시행되었다. 시추 길이는 
총 1,100m이고 코아의 회수율룽 약 57%이어서 채취된 코아시료는 약 630m이다. 시추된 시료를 
상으로 2006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독일의 멘 학 코아 장소에서 퇴 학, 암석역
학, 지구화학 인 자료가 조사되었으며, 재 각 연구자에게 표품이 나뉘어져서 연구가 진행 

이다. 이 연구의  다른 요한 목 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타이티 주변 산호 의 구성성분

이다. 보통 태평양과 서양에 발달하고 잇는 홀로세의 산호 는 산호, 석회조류, 이매패 등이 주
요한 구성요소이지만, 타이티 주변의 산호 는 미생물암(microbialites)이 주 구성요소로서 산호
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산호 의 발달사와 퇴 기작에 매우 요한 새로운 사실로서 

연구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측에서의 연구참여는 주로 라이스토세 석회암의 속성작용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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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성 유공충의 Mg/Ca를 이용한 마지막최대빙하기 이후
서태평양 적도지역의 표층해수 고온도 복원

김형직, 김부근, 유찬민1, 문재운1, 박정기1, 김기현1

부산대학교 해양과학과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 심해연구사업단

서태평양 도지역 KODOS 313(02°00′037″N, 164°33′761″W, 4,259m)에서 얻어진 
PC313 Pilot Core(24cm)의 심해퇴 물 시료의 탄산염함량과 250㎛～355㎛ 크기의 부유성 유공
충(Globigerinoides sacculifer)의 산소동 원소비  Mg/Ca값을 분석하 다. 탄산염함량은 UIC 
Coulometer로 분석된 무기탄소값에 8.333을 곱하여 계산하 고, 산소동 원소는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측정되었으며, Mg/Ca값은 “Cd cleaning"방법을 이용하여 처리 후, ICP-AES와 
ICP-MS를 이용하여 기 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센터와 부산 학교에서 분석하 다.
부유성 유공충의 산소동 원소비는 마지막최 빙하기(LGM, 23,000～19,000yr B.P.) 동안 

-0.68‰로 온난한 세후기(Late Holocene, 4,000～0yr B.P.)의 -1.70～-2.04‰보다 높은 값이 측
정되었다. 마찬가지로 퇴 물의 탄산염 함량은 마지막최 빙하기동안 73～76%의 높은 함량이 
측정된 반면에, 세후기동안에는 상 으로 낮은 65～67%의 함량이 측정되었다. 부유성 유공
충의 Mg/Ca값은 마지막최 빙하기 동안 2.71～3.26 mmol/mol인 반면에, 세후기동안에는 상

으로 높은 3.44～3.75 mmol/mol이 측정되었다. 표층 해수의 고온도 계산은 Dekens 등
(2002)이 발표한 G. sacculifer종에 한 방정식 Mg/Ca(mmol/mol) = 0.37*e(0.09*SST)

를 이용하

다. 그 결과, 세 표층해수의 온도가 약 25.7°C, 마지막빙하기의 온도가 약 22～23°C로 계산되
었다.
연구지역의 연평균 표층해수의 수온은 약 29.2°C로 측정되며, 기존의 여러 연구 자료들은 마
지막빙하기 동안의 표층수온을 약 26.0°C로 발표하 다. 이번 연구에서 측정된 Mg/Ca의 고온도 
자료가 재의 표층수온 뿐만 아니라 이 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태평양 심해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용해작용의 향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Dekens 등(2002)에 의
해 제시된 용해작용에 의한 보정방정식 (Mg/Ca = 0.37*exp0.09*[T-0.36*core depth(km)-2.0])을 이용하여 
고온도를 보정한 결과, 세온도는 재 서태평양 도지역의 표층수온과 일치하는 29.3°C가 계
산되었고, 마지막빙하기 동안의 표층해수의 온도는 약 26.5°C로 나타났다.

Dekens et al. Core top calibration of Mg/Ca in tropical foraminifera: Refining paleotemperature estimation, 
Geochem. Geophys. Geosyst., Vol. 3 (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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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oceanographic discordance by complex 
sedimentation in the bathymetric-highs, the East Sea

김부근, 박장준1, 현상민2

부산대학교 해양과학과,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2한국해양연구원

Basin-scale paleoceanographic features such as the low δ18O value of planktonic foraminifera 
and dark laminated mud (DLM) layers have been observed in the East Sea. In particular, these 
paleoceanographic events are well correlated among the cores from the deep basins. Thus, the 
orbital-scale paleoenvironmental changes are well delineated, being distinctly differentiated in 
the East Sea between the interglacial and glacial periods. However, the high sedimentation rate 
during the glacial period in the basin areas limits the short paleoceanographic history. Recently, 
several core sediments have been collected from the bathymetric-highs in the Korea Plateau 
located in the north of Ulleung Basin. A merit of slow sedimentation rate and 
pelagic/hemipelagic particle settling in the bathymetric high areas provides a good preservation 
of relatively long paleoceanographic history. However, local complex sedimentation by 
intermittent volcanic eruptions is a uncommon factor to result in the paleoceanographic 
discordance among the cores in the bathymetric-highs of the Korea Plat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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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reflection patterns of the Korea Strait shelf 
mud off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and the 

Holocene relative sea-level change

Gwang H. Lee1, Dae C. Kim1, Soo C. Park2,
Han J. Kim3, Hyeong T. Jou3, Boo K. Khim4

1Dept. of Environ. Explo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Dept. of Oceanograph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4Dept. of Ocean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 Strait shelf mud (KSSM) off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consists of over 
60-m thick recent mud, deposited since the early Holocene (ca. 8000 yr BP). The structure of 
the central part of the KSSM, interpreted from multi-channel sparker profiles, was corrected for 
the velocity effect of shallow gas to better determine the overall geometry of the KSSM. The 
central part of the KSSM can be divided into three seismic units: the bottom (ca. 8000 - ca. 
5200 yr BP) and top (ca. 2600 yr BP to present) units, characterized by aggradation and the 
middle unit (ca. 5200 - ca. 2600 yr BP), exhibiting oblique progradation. The Holocene relative 
sea-level curve, derived from the internal reflection patterns, was corrected for the depth of 
wave base that controls base level for fine-grained sediments. The sea-level curve is composed 
of four distinct stages: stage 1, corresponding to the bottom unit, characterized by a gradual 
rise to about 80 m below the present level; stages 2 and 3, corresponding to the middle unit, 
characterized by a short, rapid rise to about 35 m and a following fall to about 55 m, 
respectively; and stage 4, corresponding to the top unit, characterized by a gradual rise to the 
present level. The Holocene relative sea-level curve lies significantly deeper (-80 m) than the 
global sea-level curves. This is probably due to local tectonic movements, responsible for the 
widespread normal faulting along the landward part of the area, which caused syn- and/or 
post-depositional deepening of the K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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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01

PCADCP(RDI)와 Grant and Madson의 식으로 
구한 shear stress와 Z0 값의 비교분석

김태경, 이희준

한국해양연구원

PCADCP(Pulse-Coherent ADCP, RD Istruments Workhorse Sentinel 1200kHz)를 이용하여 변
산반도 새만  1호 방조제 앞에서 2004년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16일동안, 2호 방조제 앞에서 
2006년 3월 7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해 면 경계층(Bottom boundary layer)에 계류하여 각층
별 유속  유향을 측정하 다.

PCADCP는 해 면에서 155cm 지 에 설치하 고, 셀 사이즈(Cell size)는 10cm로 설정되어 
해 면 경계층 내에서 버스트 모드(Burst mode)로 작동되어 2Hz로 8분 30  동안 30분 간격으
로 자동측정 되었다. PCADCP의 각 층별의 유속자료를 Log-profile method에 용하여 Shear 
stress값과 Z0a값을 구해내고, Grant and Madson의 식을 이용 Trial and Error 방법을 사용하여 
식에 가장 합한 Z0값을 구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이 방법을 좀 더 향상 발 시키면 TISDOS(Tidal Sediment 

Dynamics Observational System)를 사용하여 구해낸 Shear stress의 값을 가지고 Grant and 
Madson 식에 용하면 한 지 의 값을 이용하여 Z0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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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연안역 지형변화 연구
- 울타리섬 해안선의 장기변화 -

김백운1, 이상룡2, 김부근2, 김형직2

1군산대학교 새만금환경연구센터, 2부산대학교 해양과학과

낙동강 하구 연안역을 상으로 1975년부터 200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촬 된 항공사진으로부

터 울타리섬 해안선의 변화율을 분석하 다. 해안선 자료는 Leica Photogrammetiry Suite 소 트

웨어를 이용하여 시기별로 12～18매의 디지털 항공사진으로부터 제작된 모자이크 항공사진에서 
구축하 다. 해안선의 변화율 산정은 Thieler 등(2005)에 의하여 개발된 ESRI ArcGIS v. 9+의 
확장 소 트웨어인 DSAS(Digital Shoreline Analysis System)을 이용하 다. 진우도, 신자도, 백
합등과 도요등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울타리섬의 바다쪽에 각각의 기 선(baseline)을 설정하
으며, 이로부터 횡단선(transects)을 250 m 간격으로 형성하여 EPR (end point rate)을 계산하
다. 

진우도의 EPR은 -5.6～2.8 m/yr의 범 를 보 다. 진우도 서측에서 해안선이 진하 고(양의 
값), 동측에서 후퇴하 다(음의 값). 신자도의 경우, 서측으로 최  21.9 m/yr의 해안선 변화율을 
나타낸 반면, 동측으로는 최  -20.8 m/yr의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신자도 서측 해안선은 바다쪽
으로(남서방향) 진하 고 동측 부분은 육지쪽으로(북서방향) 후퇴한 결과, 체 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 하는 양상을 보 다. 도요등은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백합등의 바다쪽에 새로이 
형성된 울타리섬으로서 정확한 형성시기는 악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 백합등과 도요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해안선 변화율을 계산하 으며, 이 지역의 해안선 변화율은 35.8.～
43.6 m/yr의 범 를 보 다. 이와 같이 낙동강 하구역의 장기간 해안선 변화율은 지역별로 차이
가 있으며, 서측(진우도)에서 동측(도요등)으로 변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Thieler, E.R., Himmelstoss, E.A., Zichichi, J.L., and Miller, T.L., Digital Shoreline Analysis System 
(DSAS) version 3.0; An ArcGISⓒ extension for calculating shoreline change: U.S. Geological 
Survey Open-File Report 200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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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울릉분지 퇴적물에서의 유기탄소 플럭스

이태희, 김동선

한국해양연구원 해저환경연구사업단

2005년 7월에 동해 울릉분지 4개의 정 에서 퇴 물을 상자형시추기(box corer)로 시추하여 
챔버실험, 공극수분석, 지화학 분석을 통하여 유기탄소 럭스를 계산하 다. 정  B4는 울릉분
지 남쪽 사면에 치하 고, 정  D1은 서쪽 사면에 치한 정 이며, 정  D2와 D4는 분지의 
가장 자리에 치한 정 이다. 퇴 속도(Sediment Accumulation Rate; SAR)와 퇴 물의 도

(dry bulk density)를 측정하여 MAR(Mass Accumulation Rate)을 추정하 고, 퇴 물 내의 유기

탄소 함량을 측정하여 매장되는 유기탄소 럭스(Burial Corg Flux)를 계산하 다. 산소소모율
(Oxygen Consumption Rate)로서 퇴 물 내에서 분해되어 재순환하는 유기탄소 럭스

(Recycling Corg Flux)를 계산하 다. 울릉분지가 정상상태(steady-state)라 가정하고 매장되는 유
기탄소 럭스와 재순환하는 유기탄소를 합한 값이 심층에서 퇴 물로 침강하는 유기탄소 럭

스(Depositional Corg Flux)라고 가정하여 계산하 다. 

네 개의 정 (B4, D1, D2, D4)에서 SAR은 각각 67, 87, 46, 41 cm․kyr-1 
이었고, MAR은 각

각 272, 314, 162, 142 g․m-2
․yr-1

이었다. Burial Corg Flux은 각각 5.9, 8.3, 2.7, 2.4 gCorg․m-

2․yr-1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한반도에서 멀어질수록 그 양이 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동해의 
평균 기  생산량에 비해 동해의 표층에서 생산된 유기탄소가 퇴 물로 제거되는 비율은 사면

에서 약 3～4 %, 분지에서 1～2 % 로 추정된다. 챔버 실험을 통한 산소소모율은 6.88, 8.58, 
5.27, 5.48 mmol․m-2․yr-1로 측정되었는데, 이 값으로 추정한 Recycling Corg Flux는 22.5, 27.3, 
16.3, 16.7 gCorg․m-2

․yr-1
로 추정되었다. 산소의 농도는 in-situ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ex-situ로 측정함으로서 과 추정 되었다고 단된다. 0 °C에 가까운 차가운 퇴 물을 선상으로 

올려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상승에 의한 산소의 확산이 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 산

소의 소모율이 과 추정 되었을 것이다. 한 유기물의 분해에 산소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질

산염, 망간-철 산화물, 황산염 등이 소모된다. 실질 인 Recycling Corg Flux는 산소소모율만으로 
추정하기에는 과  는 과소추정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기물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CO2의 

증가량을 측정하여 분해되는 유기물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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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하구의 부유물질 퇴적작용과 물질수지

이병관, 김석윤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해양과학공동연구소

한국 남해안 앙부 섬진강하구역의 부유물질 퇴 작용과 물질수지를 연구하기 하여, 풍수
기인 2005년 7월 27일과 28일에 장 입도분석기(LISST-100, Sequoia)를 이용하여 창조와 낙조 
반 동안 한 차례씩 부유물질의 농도와 입도를 장에서 직  측정하 고, 8월 3일과 4일의 25
시간 동안 섬진강하구역에서 양만으로 직 으로 유출․입 되는 부유물질 농도, 평균입도, 평
균유효 도를 계산하여 부유물질의 침강속도를 추정하고, 하계 부유물질 이동과 물질수지를 조
사하 다.
섬진강하구역에서 장 부유물질 농도는 비슷한 시기에 양만과 남해 교 정 과 비교해서 

더 높은 농도를 보 다. 한, 섬진강하구역의 층에서 7일 동안 측한 평균 유속은 11.9cm/s 
(0.4～39.2 cm/s)로 창조류의 평균유속이 17.6cm/s 이고, 낙조류의 평균유속이 7.1cm/s 로 창조
류가 낙조류보다 2.5 배 정도 더 강한 조류 비 칭을 보 다. 섬진강하구역에서 25시간 동안에 
수층별로 유속을 측정한 결과, 섬진강 담수는 표층으로 강하게 유출되지만, 층은 상류로 이동

하는 이층 유속구조를 보 다. 
낙조 동안에 섬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입자들은  수층에 걸쳐 조립부가 우세한 단모드

의 입도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창조 동안에 섬진강으로 공 되는 부유입자들은 세립부가 우세한 

복모드의 입도분포를 보 다. 결과 으로 섬진강하구역에서 부유물질은 낙조와 조 동안에는 

조립하고, 창조와 고조 동안에는 세립하여, 조석주기에 따라서 조립과 세립이 반복되어 나타났
다. 부유물질의 침강속도는 평균입도가 세립한 창조류 동안에 증가하 다.
섬진강 기원의 부유물질은 낮은 평균유효 도를 가지는 floc의 발달이 특징 이며, 섬진강 하
구역의 부유물질수지는 강우량과 담수유출량의 증가로 10배 이상 높은 부유물질이 양만으로 
유입되었다. 층 바닥  0.5m 상부 수층에서 계산된 단속도는 창조동안에 더 강하고, 층이 

표층보다 3배 정도 높은 순간이동률을 보 음에도 불구하고, 퇴 물의 집 은 섬진강 상류에서

보다는 양만 내부에서 우세하게 일어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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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Paleoclimatic Implications

유규철, 윤호일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Along with a global average increase in 0.6°C during the 20th century, there are three areas 
of particularly rapid warming: the northwestern North America and Beaufort Sea, an area 
around the Siberian Plateau, and the Antarctic Peninsula (AP) and Bellingshausen Sea. Unlike 
other regions, Antarctica serves as bellwethers for any global warming trend; for some example, 
El Niño, ice melting and global sea level (Fox and Cooper, 1998; King and Harangozo, 1998; 
Skvarca et al., 1998; Vaughan et al., 2001; NASA report, 2002). 

Vaughan et al. (2001) suggest several mechanisms, providing a general framework for 
consideration of atmospheric processes and oceanographic data. The most important mechanisms 
for explaining recent rapid warming on the AP are (1) change of large-scale atmospheric 
circulation over the AP since the 1970s, (2) change of oceanographic circulation, and (3) 
amplification of a regional sea-ice-atmosphere feedback restricted to the AP by the unique 
sea-ice conditions. Except atmospheric changes, therefore, present and past oceanographic trends 
in the AP may provide a clue of another mechanism controlling global climatic changes. Of a 
powerful influence on the climate of much earth as well as the AP is the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ACC), the band of water flowing eastward around the Southern Ocean. 

1. Fox, A.J. and A.P.R. Cooper, 1998. Climate-change indicators from archival aerial photography of the 
Antarctic Peninsula. Annals of Glaciology, 27, 636-642. 

2. King, J.C. and S.A. Harangozo, 1998. Climate change in the western Antarctic Peninsula since 1945: 
observations and possible causes. Annals of Glaciology, 27, 571-576. 

3. Skvarca P., W. Rack, H. Rott and Teresa Ibarzábal y Donángelo, 1998. Evidence of recent climatic 
warming on the eastern Antarctic Peninsula. Annals of Glaciology, 27, 628-632.

4. NASA, 2002. NASA Study Links El Niño and Southern Ocean Changes.
5. Vaughan D.G., G.J. Marshall, W.M. Connolley, J.C. King and R. Mulvaney, 2001. Devil in the detail. 

Science, 293, 1777-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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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북부 홉스골 호수 천부 퇴적층으로부터 해석된 
신생대 제4기 후기 고기후 변화

정대교, 천종화, 신승원, 임선미, 김복혜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홉스골호수는 몽골 북부에 치하며, 호수 남쪽 수심 135 m에서 채취된 길이 120 cm의 HS-2 
시추코아를 이용한 퇴 학  분석으로 이 지역의 제4기 후기 고기후 변화를 연구하 다. 호수퇴
물은 1 cm 간격으로 구성물질 함량과 성분을 분석하 으며, 퇴 구조와 AMS 탄소 연  측정 

값에 의해서 퇴 단 를 구분하 다. 퇴 단  A는 실트와 모래질 토의 리드마이트(rhythmite)
이며, 퇴 단  B는 지성 이끼 식물이 포함된 모래질 토, 퇴 단  C는 엽리가 발달된 토 
는 모래질 토이고 퇴 단  D는 규조연니이다. 퇴 단  A는 95.120 cm 구간의 리드마이트
로 담회색(10Y 7/1) 실트와 회색(7.5Y 4/1)의 모래질 토가 반복 으로 나타난다. 회색의 모래
질 토에는 탄산염질 토와 모래 입자가 담회색 실트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 퇴 단  A는 
최후최 빙하기에 형성된 퇴 단  B의 하부에 놓인다. 따라서 퇴 단  A는 최후최 빙하기 

이 에 얕은 수심의 호수에서 쇄설성 퇴 물의 퇴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탄산염질 토 
 모래 함량이 높은 구간은 상 으로 높은 강수량 시기에 주변 토양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퇴 단  B는 64.95cm 구간의 지성 이끼식물이 조 하게 포함된 흑색(10Y 2/1)의 
퇴 물로써 이끼식물의 AMS 탄소 연  측정값은 최후최 빙하기(17,140. 16,758 cal. yr B.P.)
를 지시한다. 퇴 단  B에서는 개형충, 조개 편, 구형의 황철석이 일부 구간에서 발견되며, 
부분 탄산염암 암편들로 구성된 조립질 모래입자는  구간에서 발달한다. 이 탄산염암 암편들
은 주로 홉스골호수 남측의 주변 토양으로부터 바람에 의해서 이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HS-2 시추지 은 최후최 빙하기에도 륙빙하에 의해서 덮이지 않았으며, 산소환경의 호

수주변부로 해석된다. 퇴 단  C는 16.64 cm 구간의 올리  회색(10Y 4/2) 토로 구성되어 있

으며, 흑색(10Y 2/1)의 엽리가 부분 으로 발달된다. 퇴 단  C의 하부에서는 빙산운반쇄설물 
기원의 탄산염암 암편과 개형충, 구형의 황석, 조개 편이 포함되지만, 상부에서는 규조와 구형
의 황철석만이 찰된다. 퇴 단  C는 해빙기 동안에 강수량의 증가와 륙빙하의 융출수의 공
에 의해서 퇴 율이 높아졌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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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imentary Environment and Acoustic 
Characteristics of Gas-bearing Sediments in Jinhae 

Bay, the South Sea of Korea

이광수1, 김대철1, 이광훈1, 김길영2

1부경대학교 환경탐사공학과
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 기술연구소

High-resolution seismic survey and sediment sampling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sedimentary 
environment and acoustic characteristics of gas-bearing sediments in Jinhae Bay, the South Sea of 
Korea. Approximately 240 km of chirp profiles were acquired in 2003 and 2005. Along with seismic 
profiling, 7 piston core samples were collected on the track lines. Some cores penetrated gas zone.

Gassy sediments are widely occurred in the ba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igh resolution 
seismic profiles, echo characteristic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Type A, Type B, Type C, 
and Type D. Acoustic anomalies were also classified into seven types: acoustic blanking (AB)-
Ⅰ, AB-Ⅱ, AB-Ⅲ, and AB-Ⅳ, acoustic turbidity (AT)-Ⅰ, AT-Ⅱ, and AT-Ⅲ. Comparison 
between echo characteristics and acoustic anomalies provided that the distribution of acoustic 
anomalies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distribution of echo characteristics. 

Core samples were analyzed for physical properties (porosity, water content, bulk density, 
grain density and shear strength), acoustic properties (compressional wave speed and 
attenuation), and electrical resistivity. Physical properties and textures of gassy sediments are 
nearly similar to those of non-gassy sediments, and textures are also nearly the same (less than 
1%). However, compressional wave speeds rapidly decrease from average 1480 to 1350∼911 
m/s for cores with degassying cracks. This is probably due to the degassying cracks and 
remaining free gases. The cracks were identified well by X-radiograph images. There is no 
significant downcore variations on texture and other physical properties such as porosity and 
density regardless of existence of gas bubbles. Electrical resistivity is the only geotechnical 
property increase in the gas-bearing zone where velocity decrease abruptly.

Core sediments were analysed to identify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c matter. The 
content of organic matter from ignition loss and C/N ratios calculated by total organic carbon 
and total nitrogen varied between 7.8∼10.4%, and 6.8∼8.2 respectively. The C/N ratios imply 
that the sediments of Jinhae Bay are comprised of mixtures derived from biogenic and 
terrigenous organic matter. 

It is concluded that acoustic characteristics of gas-bearing sediments in Jinhae Bay are closely 
related to the various factors such as sedimentary environment, the content of organic matter, 
water depth and sediment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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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ados accretionary prism: evidence of 
consolidation, fluid flow, and faulting from 3-D 

seismic and well-log data

Deniz Cukur, Gwang H. Lee, Dae C.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xplor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We interpreted 3-D seismic reflection data from the toe of the Barbados accretionary prism, 
which includes the Ocean Drilling Program (ODP) sites X, Y, and C, to analyze consolidation, 
fluid flow, and faulting along the decollement fault zone and to establish the structural and 
stratigraphic framework of the underthrust sediment. The decollement zone, separating the 
thrust-faulted accretionary prism and the less deformed underthrust sedimentary layer, is defined 
by a distinct reflector. The underthrust section was divided into three seismic units: Unit A of 
Cretaceous-Early Eocene age, consisting of hemipelagic and pelagic sediment, Unit B of Middle 
to Late Eocene age, consisting of turbidites and Unit C of Oligocene age, consisting of 
hemipelagic and pelagic sediments. The seafloor and the oceanic basement were also interpreted 
and mapped to predict their topographic relation. The amplitude map of the decollement zone 
reveals NE-trending high-amplitude, negative-polarity bands. The ODP well log data indicate 
that the decollement zone is of low density relative to surrounding sediments and progressively 
densifies west of the deformation front. The ODP site 1045, located at the tip of a 
high-amplitude, negative-polarity patch on the decollement zone, is an exception to this trend, 
maintaining low density. This may suggest that the high-amplitude, negative-polarity reflections 
represent low-density, high-fluid content, and arrested consolidation. The densification may 
result from shear induced consolidation of the decollement zone and/or be related to landward 
increasing tectonic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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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이용한 망간단괴 분포 특성 연구

고영탁, 김종욱, 함동진, 박정기, 지상범

한국해양연구원 심해연구사업단

심해  물자원  하나인 망간단괴 개발은 자원개발 역량의 축 을 통해 자원빈국인 우리나

라가 세계 자원개발 경쟁에서 국제  우 를 선 하고 선도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주도

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통해 2002년 태평양 클라리온-클리
퍼톤 균열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내에 망간단괴 개발을 한 75,000 km2

의 최종

구를 확정함으로서, 향 후 속 물자원의 안정 인 확보를 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다.

향 후 상업생산을 비한 우선 채 지역 선정(40,000 km2), 1차 채 지역(20,000 km2) 선정을 
하여 단독개발 구 내 채 조건  개발등 을 분석을 한 우선 채 지역 설정 연구를 하

다. 우리나라 구  남쪽에 치한 KR5 지역에서 선정된 네 개의 표구역에서 탐사를 통하여 
총 16개 측선, 145.6 km 구간에서 획득된 총 9,011장의 격자형 해 면 상자료에 하여, 한국
해양연구원이 자체개발한 근 해 면 상부존률 분석  지층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망간단괴 

산출유형, 상부존률 평가, 미세지층/지형 분석  상발달경향에 한 규칙성을 지배하는 요
인과 표구역 내 채 지 정규모 기 분석을 시도하 으며, 이를 근거로 표구역별 채 조건, 
채 장애요인 등 채 등  선정을 한 기 자료 처리  분석을 수행하 다.

표구역에서 획득된 자료분석을 통해 부존율, 산출경향, 연속성, 지형요소 등을 비하 을 

때, 표구역 내에서 4개 factor 간에는 일정한 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존율이 5.0 
kg/m2의 경제성을 갖는 지역은 특히, 표고차가 4,900～4,950 m 수심 에서 집 으로 고부존지

역이 나타난다. 한, 50～150 m의 수심변화를 보이며, 능선의 연속성이 2～3 km로 짧게 나타
나는 지형  양상은 같은 심해평원(abyssal plain)이라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다고 단되는 정도
의 부존율을 보이지 않으며, 나타나는 양상 한 지형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존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표구역 내에서 채 지 형태는 동-서 방향
으로는 하지 못하며, 남-북 형태의 편장된 채 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한, 
간헐 으로 조립한 형태의 단괴분포지역은 퇴 물 피복지역과 함몰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는 해

면 변화양상으로 수심 4,800 m 와 수심 5,000 m 의 격한 수심변화지역은 부존율이 높다

하더라도 최 의 개발등 과 채 조건을 설정하는 데는 배제하여야할 지형특성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 후 채 조건 평가에 으로 요구되는 해 면 근 탐사시스템이 본격

으로 투입되기 까지 채 지평가 단계의 정  도면작성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개발등  

설정을 한 GIS 설계를 통해 개발등  선정기  마련과 채 조건 설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비교 

검증  평가기법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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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태평양 KR5 지역 표층퇴적물의 암상에 따른
분류와 물리적, 광물학적인 특성 변화

이현복1, 형기성1, 지상범1, 박정기1, 오재경2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 심해연구사업단
2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KR5 지역은 북동태평양 클라리온 - 클리퍼톤 균열  내에 치하고 있으며 심해  망간단괴 

사업을 한 한민국 구지역 에서 재 우선 채 지역 선정을 한 채 조건  개발등

을 분석을 해 여러 분야에서 집 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인 지역이다. 그동안 한국심
해연구 (Korea Deep Ocean Study, KODOS)를 통해 표층퇴 물은 퇴 물의 형태, 연 측정, 생
교란작용 연구, 공극수 연구, 물  지화학 요인 연구, 퇴 물의 물리 인 성질 연구 등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부분의 퇴 물연구는 활한 연구해역에서 이루어져서 소

규모로 나 어진 특정지역의 표성과 평균값을 나타내기에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 다. 따라서 
퇴 물 분야는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산출형태에 따르는 체계 인 분류와 거기에 따른 다양한 

연구 결과물의 상 계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04년과 2005년에 KR5 지역에서 집 으로 다 주상시료 채취기로 획득한 72개
의 표층퇴 물 시료를 퇴 물 산출 형태별로 분류하 으며 구분된 퇴 물에 따라서 물리 , 
물학 인 요인들의 평균값을 제시하 으며, 각 요인들 간의 연 성에 하여 연구하 다. KR5 
지역내의 표층퇴 물은 색상과 조직의 차이에 따라 크게 Unit 1, Unit 1-2, Unit 2, Unit 3의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하 다. 퇴 물의 형태에 따른 물리 인 성질은 입자 도와 단강도의 변화가 

비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퇴 물의 오팔-A 함량은 깊이 보다는 암상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오팔-A와 스멕타이트의 함량 변화가 깊이와 암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
다. 이것은 오팔-A의 용해가 스멕타이트 형성에 필요한 Si의 공 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풍성기

원 입자의 기원지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으며, 깊이에 따라 스멕타이트의 기원이 달랐을 가
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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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화물이 충진된 퇴적층에서 메탄의 거동에 대한
산화제의 영향

조진형1, 정갑식1, 진영근2, 김기현3, 정경호2, 추미경2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1, 한국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 극지응용연구부2, 
충남대학교 해양학과3, 한국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 극지응용연구부4

2003년에 러시아, 일본, 독일, 벨기에와 러시아 사할린 (Sakhalin)의 북동 륙사면(Slope)과 
Derugin Basin에서 가스수화물 (gas hydrate) 탐사를 한 국제공동연구(CHAOS project)를 실시하
다. 가스(주로 메탄)가 활발하게 분출하는 지역(flares)에서 주상시료를 채취하 다. 공극수에 용존된 
산화제(nitrate, phosphate, silicate 등)와 퇴 층에 포함된 탄화수소 가스가 가스수화물의 부존여부, 
메탄가스의 분출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륙사면에서 채취한 시료  가스수화물이 포함된 시료(St.1)와 가스분출의 향이 미약한(뚜렷한 

퇴 구조  carbonate concretion이 없음) 시료(St. 2)를 비교해보면, Total Alkalinity(TA)는 St. 1에
서 약 1.8배 (max. 70 meq./l)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TA가 격하게 증가하는 깊이(SMI)에서 Ca
의 함량은 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Calcium carbonate concretion은 메탄가스의 분출
이 활발한 지역에서 쉽게 생성되고 있다. 공극수  Ammonia의 함량 역시 SMI 하부층에서 차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공극수내 탄산염은 SMI 상층부에서 CO2의 형태로 배출되거나 CaCO3 침  등에 

의해 비교  농도가 낮으며, SMI 하층부에서는 메탄의 anaerobic oxidation에 의해 과포화되는 경향
이 있다. 인산염의 경우 가스수화물과의 계가 불명확하나, 질산염이 환원된 암모늄염은 가스수화물
이 부존하는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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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위성자료를 이용한 조간대 조류로 특성

유주형1, 이윤경2, 원중선2, 유홍룡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연구단1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2

성에서 감지되는 조간  원격 반사도는 표층의 퇴 상, 생물상, 지표잔존수, 함수율, 경사와 
조류로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각각은 다른 환경요인과 계가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 있기 

때문에 조간 의 퇴 환경을 종합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각 요인들에 한 정확한 분석과 이

해가 요구된다. 조간  조류로는 육지의 수로와는 달리 조석에 의해 양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

게 됨으로 조간  여러 환경 특성을 반 하여 매우 복잡한 메카니즘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조
류로의 변화는 연안 침식/퇴  작용과 직 으로 련됨으로 연안 생태계에 변화를 야기시키며 

해상활동이나 해상안 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연안 지역의 조류로의 
변화 악을 하여 원격탐사를 이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표층의 퇴 상이나 생물상을 분류할 경우, 노출시간의 차이로 인한 함수율과 지표잔존수 정도에 
따라 오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Ryu et al. (2004)이 언 하 으며, 이들은 조류로와 련이 있
을 것으로 추정하 다. Sanderson et al. (2001)은 조류로망(tidal channel network)과 염습지 생물
의 상 계를 밝혔으며, Lohani and Mason (2001)은 조류로가 조간 의 수리학 /지형학  변

화의 원인임을 항공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증명하 다. 한 유주형 등(2005)은 천수만 황도 
조간 에 해 퇴 상 분류 연구를 통하여, 조류로가 복잡하게 발달된 펄 퇴 상 지역이 고해상

도 성에서 높은 원격반사도를 보임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도 남단 조간  지역을 

상으로 4m 공간해상도를 갖는 IKONOS 성 상을 이용하여 조류로의 형태와 도를 분석하

고, 이들 결과를 Landsat TM/ETM+ 성자료로부터 얻어진 조간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 조간  표층 온도 자료, 그리고 장에서 얻어진 입도 분석 자료와의 계를 악
하 다. 강화도 남단 조간 는 조류로 특성에 의하면 종도 북단 조간 와 강화도 남단 동서부 

조간 가 다른 형태와 도를 보 다. 종도 북단 조간 의 경우, 복잡한 조류로 형태와 높은 
도를 보 으며 지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고, 표층 온도는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반면 강
화도 남단의 조류로는 직선형으로 분포하며, 조류로의 폭이 넓었으며, 도는 낮게 분석되었다. 
이 지역의 지형은 종도 북단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완만한 경사를 보 고, 조간  표층 온도

는 높게 나타났다. 의 결과와 장 입도 분석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종도 북단 조간 는 모

래 성분이 10 % 미만의 펄 퇴 상이었으며, 강화도 남단 갯벌에서는 서쪽으로 갈수록 모래 성분
이 높아지는 분포를 보 다. 결론 으로 고해상도 성자료를 이용한 조류로 분석 결과는 조간

 지형이나 퇴 상과 한 계가 있으며, 조류로는 조간 의 함수율이나 지표잔존수의 양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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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 배출해역에서의 퇴적물 중
중금속 분포 특성

김영일, 홍기훈, 김석현, 정창수, 김경련, 김창준, 최기영, 김유진

한국해양연구원

우리나라에는 동해와 서해에 각각 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이라는 명칭으로 3개의 배출해역이 
지정되어 있다. 1988년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하수오니, 축산폐수, 음식물류 폐기
물 폐수, 수 설토사 등 14종의 폐기물의 이들 배출해역에 투기되어왔다. 그리고 그 양은 격
히 늘어나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되었고, 2005년도에는 서해병해역 2,383 천m3, 동해병해
역 5,883 천m3, 동해정해역 1,663 천m3으로 총 9,928 천m3의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었다. 그러
나 그 동안 배출해역의 환경상태에 한 평가는 매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수질 조사외에는 

없었고, 퇴 물과 생태계까지 포함한 종합 인 평가는 무한 상황이었다. 
2004년 6월, 10월에 동해병 배출해역의 28개 해역에서 퇴 물을 채취하여 Al, As, Cd, Cu, 

Cr, Hg, Pb, Zn, Ni 등을 측정하여, 수직  수평 분포 특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동해병 배출
해역의 앙부 집 식 해역과, 남부의 확산식 해역 주변에서 일부 속이 상 으로 농도를 

보이고, 미국해양 기국의 오염퇴 물 리기 인 ERL (서식 생물의 10%가 악 향을 받을 수 

있는 농도 기 )을 과 하 고, 일부 정 에서 ERM (서식 생물의 50%가 악 향을 받을 수 있

는 농도기 )을 과하 다. 이 게 속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폐기물 배출선박의 

항  빈도와 일치하여 폐기물이 집 으로 투기된 해역을 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육
상기인의 높은 속을 함유한 폐기물의 투기로 인해 배출해역의 퇴 물의 속 분포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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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02

서해병 배출해역에서의 퇴적물 중 
중금속 분포 특성

김영일, 홍기훈, 김석현, 정창수, 김경련, 김창준, 최기영, 김유진

한국해양연구원

우리나라에는 동해와 서해에 각각 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이라는 명칭으로 3개의 배출해역이 
지정되어 있다. 1988년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하수오니, 축산폐수, 음식물류 폐기
물 폐수, 수 설토사 등 14종의 폐기물의 이들 배출해역에 투기되어왔다. 그리고 그 양은 격
히 늘어나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되었고, 2005년도에는 서해병해역 2,383 천m3, 동해병해
역 5,883 천m3, 동해정해역 1,663 천m3으로 총 9,928 천m3의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었다. 그러
나 그 동안 배출해역의 환경상태에 한 평가는 매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수질 조사외에는 

없었고, 퇴 물과 생태계까지 포함한 종합 인 평가는 무한 상황이었다. 
2005년 5월에 서해병 배출해역의 45개 해역에서 퇴 물을 채취하여 Al, As, Cd, Cu, Cr, Hg, 

Pb, Zn, Ni 등을 측정하여, 수직  수평 분포 특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서해병 배출해역의 
북쪽해역 주변에서 As, Cd, Cu, Hg, Pb등이 높은 농도를 보이고, 미국해양 기국의 오염퇴 물 

리기 인 ERL (서식 생물의 10%가 악 향을 받을 수 있는 농도 기 )을 과 하 다. 특히 
Cr의 경우는 일부 정 에서 ERM (서식 생물의 50%가 악 향을 받을 수 있는 농도기 )을 과
하 다. 이 게 속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폐기물 배출선박의 항  빈도와 일치하

여 폐기물이 집 으로 투기된 해역을 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육상기인의 높은 
속을 함유한 폐기물의 투기로 인해 배출해역의 퇴 물의 속 분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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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03

서해병 배출해역 해저퇴적물의 유기인 함량분포
예비조사 결과

홍기훈, 김영일, 김석현, 정창수, 김경련, 김창준, 김유진

한국해양연구원

유기인계 살충제는 화학 으로 낮은 안정성과 낮은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Kow) 때문에 환
경 내에서 비교  불안정하다. 따라서 유기인계 살충제는 유기염소계 살충제보다 환경에 한 

독성이 덜하고 생물체에 축 되지 않으며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리 사용되었다. 그
리고 도시에서는 생 병해충 방제 목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를 들어, 시  매용 지네, 
노래기 방제제에는 총 450 g  2 g의 다이아지논이 포함되어 있다. 유기인계 살충제의 환경  
거동 경로는 농업  도시용 방제 목 으로 투입된 후에는 휘발 는 휘산에 의해 기 으로 

확산되거나 직  토양에 떨어져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수, 지하수, 호소를 오염시키게 된다. 이
러한 유기인계 살충제의 일부는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어 하수 슬러지에 집 된 상태로 존재하

게 된다. 유기인계 화합물은 하수처리과정에서 체로 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는 

하수 슬러지에 잔류하게 되고, 하수 슬러지는 상당량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따라서 투기해역 해
 퇴 물의 유기인계 살충제의 종류와 함량은 하수 오니 리차원에서 일차 으로 필요한 정보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 우리나라 환경 련법 (환경정책기본법과 먹는물 리법)에 공통 으로 포

함된 EPN, parathion, diazinon, malathion을 비롯하여 triethyl phosphorothioate, thionazin, 
ethoprophos, sulfotep, porate, demeton-S, dioxation, terbufos, disulfoton, methyl-chloropyrifos, 
methyl-parathion, fenchlorophos, chlroppyriofos, tributyl phosphorothiate, ethion, famphur을 조
사하 다.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 해역에 한 상태 종합 조사가 재 진행 이다. 이  2005년도 

5월에 조사한 서해 병해역 해  퇴 물  유기인 화합물의 함량은 총 20 개 유기인 화학종의 
합은 315~4353 ng/g (평균 1171 ng/g)으로 조사 정 간의 차이는 매우 컸다. 폐기물 투기가 집
되는 지 에서 높게 나타났다. 각 화학종별 함량의 공간  분포는 추후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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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04

동해병 배출해역 해저퇴적물 유기인 함량분포
예비조사 결과

홍기훈, 김영일, 김석현, 정창수, 김경련, 김창준, 김유진

한국해양연구원

유기인계 살충제는 화학 으로 낮은 안정성과 낮은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Kow) 때문에 환
경 내에서 비교  불안정하다. 따라서 유기인계 살충제는 유기염소계 살충제보다 환경에 한 

독성이 덜하고 생물체에 축 되지 않으며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리 사용되었다. 그
리고 도시에서는 생 병해충 방제 목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를 들어, 시  매용 지네, 
노래기 방제제에는 총 450 g  2 g의 다이아지논이 포함되어 있다. 유기인계 살충제의 환경  
거동 경로는 농업  도시용 방제 목 으로 투입된 후에는 휘발 는 휘산에 의해 기 으로 

확산되거나 직  토양에 떨어져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수, 지하수, 호소를 오염시키게 된다. 이
러한 유기인계 살충제의 일부는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어 하수 슬러지에 집 된 상태로 존재하

게 된다. 유기인계 화합물은 하수처리과정에서 체로 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는 

하수 슬러지에 잔류하게 되고, 하수 슬러지는 상당량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따라서 투기해역 해
 퇴 물의 유기인계 살충제의 종류와 함량은 하수 오니 리차원에서 일차 으로 필요한 정보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 우리나라 환경 련법 (환경정책기본법과 먹는물 리법)에 공통 으로 포

함된 EPN, parathion, diazinon, malathion을 비롯하여 triethyl phosphorothioate, thionazin, 
ethoprophos, sulfotep, porate, demeton-S, dioxation, terbufos, disulfoton, methyl-chloropyrifos, 
methyl-parathion, fenchlorophos, chlroppyriofos, tributyl phosphorothiate, ethion, famphur, 
gution과 카바메이트계 농약 sevin을 조사하 다.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 해역에 한 상태 종합 조사가 재 진행 이다. 이  2004년

-2005년에 조사한 동해병 해역 해  퇴 물  유기인 화합물의 함량은 총 21 개 유기인 화학종
의 합은 65~3083 ng/g 이고, sevin은 검출한계이하부터 최고 455 ng/g 까지 출 하 다. 조사 정
간의 차이는 매우 컸다. 폐기물 투기가 집 되는 지 에서 높게 나타났다. 각 화학종별 함량의 
공간  분포는 추후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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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07

Global relationships of total alkalinity with salinity and 
temperature in surface waters of the major oceans

Kitack Lee, Lan T. Tong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Total alkalinity (AT) variability in the surface ocean is mostly controlled by freshwater addition 
(precipitation) or removal (evaporation and sea-ice formation) that acts to change salinity. The 
unprecedented high-quality dataset obtained as part of global surveys from 1990 to 1998 consists of 
9618 hydrographic stations collected on 95 cruises, which represents the most accurate global view of 
inorganic carbon parameter distributions ever made available. Here we use a simple two-parameter 
function with sea surface salinity (SSS) and temperature (SST) of the form

AT = a + b (SSS 35) + c (SSS 35)2 + d (SSS 35)3 + 
e (SST 20) + f (SST 20)2 + g (SST 20)3

to fit surface AT for each of seven oceanographic regimes within a mean area-weighted uncertainty of 
6.5 mol kg-1(1σ). Globally coherent surface AT data used to derive regional correlations of AT with 
SSS and SST were collected via the global carbon survey during the 1990s. Such regional AT 
algorithms presented herein enable the estimation of the global distribution of surface AT when 
combined with satellite-based observations of SSS and 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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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08

비스마르크해 서확장령 열수플룸 입자의 원소특성 및 인산염 제거
Particulate elemental characteristics and phosphate scavenging 
of the hydrothermal plume in the western spreading ridge of the 

Bismarck Sea

김석현, 홍기훈, 정창수, 김영일, 김경련, 최기영, 전동철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2005년 10월 29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푸아뉴기니 인근 비스마르크해 서편 확장령 인근에
서 해 열수를 찾기 한 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분석된 자료들  pH, 인산염, 입자성 속원
소의 특성들에 한 결과들에 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CTD 측시, 투과도 이상치가 발견된 정 들에서는 인근의 투과도 이상치가 발견되지 않

은 정 의 동일한 수층에 비하여 하게 낮은 pH 분포를 나타내었다. 투과도 이상치가 발견

되지 않은 정 의 수심(z)에 따른 pH를 회귀곡선(pH = 8.755 - 0.125 log(z): r2 = 0.993)을 이용
하여 구한 pH를 배경농도로 투과도 이상치가 발견된 수층들에서의 pH 이상치(△pH) 를 계산
하 다. △pH는 최  0.46 정도 배경농도 비 낮은 값을 가졌으며 투과도가 감소할수록 pH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pH와 투과도(%T)와의 계식은 △pH = -0.0498(%T) +4.679, 
r2 = 0.961 로 매우 높은 일차상 계를 보이고 있다. 
투과도 이상치를 가지지 않은 정 들에서의 Sigma-T 에 따른 인산염의 농도곡선으로부터 

계산된 열수 룸에 의한 인산염의 제거는 최  0.69 uM나 되었다. 열수 룸에서의 입자성 철과 

인산염의 비 (P/Fe)는 0.27로 지 까지 보고된 Mid_Atlantic Ridge, Southern East Pacific Rise 
 Juan de Fuca Ridge 에서의 값들(0.12-0.23)에 비하여 높은 값을 가졌다. 
비스마르크 해역 열수 룸의 입자성 성분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Al, Ti, Fe, Mn, Cu, Zn, 

As, P 등이 분석되었다. 투과도가 낮은 수층들에서 입자성 Fe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  516 nmole/l), 투과도(%Tr)는 입자성 Fe 농도의 지수함수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열수 룸이 있는 정 들에서는 입자성 Fe의 농도와 As, P의 농도가 일차 으로 큰 양의 상

계를 보 다(R2 = 0.977, 0.939). 그리고, 입자성 Al, Ti, Mn, Cu, Zn의 농도는 입자성 Fe의 
농도와 상 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체로 낮은 농도를 보 다. 입자성 Fe의 농도가 높게 나타
난 정 들에서는 입자성 Al 의 농도가 타 정 들에서보다 낮은 값을 가졌으며, 체 으로 입자

성 Al과 Ti의 농도는 로그함수에서 높은 상 계를 보 다. 이는 이 해역에서의 입자성 Al의 
농도가 열수작용에 의하여 공 된다기 보다 오히려, 하천 등 다른 기원에 의하여 공 된다는 것

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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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09

마산만 표층 퇴적물에서 AVS, SEM를 이용한 환경연구
Environmental study using AVS, SEM in surface sediments of 

Masan Bay, Korea

현상민, 이창훈, 유송희, 김수현

한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남해특성연구본부

퇴 물  AVS(acid volatile sulfide)  SEM(simultaneously extracted metals)은 퇴 환경과 결부

된 서환경 연구, 퇴 물 독성연구, 퇴 물 평가기 , 속의 생물이용도(bioavailability) 등의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Dewitt et al., 1996; Leonard et al., 1996; Lee et al., 2000). 이 연구에서는 마산만 
표층퇴 물에서 방류구를 심으로 한 15정 에서 표층퇴 물을 채취하고 그에 한 속원소 농도, 
AVS 함량, SEM 에서 7개원소를 분석하고(Ni, Pb, Cd, Zn, Fe, Mn), pore water에 한 일부 속원

소들을 분석하여 퇴 물  AVS, SEM의 환경연구에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 다 (Fig. 1).
15개 정 에서 채취된 퇴 물  AVS 농도는 유기물함량과 잘 일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 

SEM과 AVS 농도간에는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어 부분이 속원소들이 유기물함량, AVS함량
과 한 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AVS/SEM의 비는 퇴 물의 독성을 단

하는 기 이 된다 (Dewitt et al., 1996). 이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는 AVS/SEM의 비가 1 이하로 나타
나고 있어 독성이 없는 (not toxic)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해 추후 독성실험에 의한 연구로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방류구를 심으로 거리에 따른 속이온의 농도를 조사해본결과 방류구에서 마
산만의 내만쪽으로 속원소농도의 gradient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어 오염물질의 flow pattern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결과와 략 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1. Sampling location of study area.
   Fig. 2. SEM/AVS with respect to interstitial water 

metals suggesting non-toxic in sediments.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359

CO-10

광양만 주변해역 퇴적물에서의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최민호, 강조해, 박정채, 조현서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유기주석화합물은 선박 방오도료, PCV(polyvinly chloride) 폴리머의 안정제, 라스틱 첨가제, 
산업용 매제, 목재보존제 등에 이용되어지며, 해양의 경우 선박용 방오도료의 높은 효율성 때
문에 생산량이 증가하 고, 국내에서도 조선소 등 선박이 집한 곳에서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
가 높게 검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주석 화합물의 생물에 한 향으로는 랑스 아
카 만 참굴(Crassostrea gigas)의 패각 기형 상(Alzieu Claude, 1986), 수리와 같은 권패류

의 Imposex 라는 생식기 기형 상을 유발시켜 개체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Horiguchi, T et al., 1994), 아주 은 농도에서도 식물성 랑크톤의 합성을 해하여 산소 
생성을 히 변화시키는 것으로 조사 연구되었다(Lindblad et al., 1989). 이러한 해양생물체에 
한 독성 때문에, 랑스, 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만, 일본, 한국, 남아
리카공화국 등 세계 각국에서 유기주석화합물을 각국의 사정에 따라 사용에 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법을 개정하여 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트리부틸주석화합
물 는 그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의 사용을 지 시키고 있다(환경부 2003). 
본 연구는에서는 양만권의 공업화  항만 심의 국제물류네트워크 조성 등 선박의 빈번한 

출입으로 오염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양만 주변해역 표층퇴 물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해여 2005년 1월, 5월, 7월, 10에 걸쳐 21개 지 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

시하 다. 
양만 주변해역 퇴 물에서는 부틸계 화합물  MBT는 1월에 0.32-2.94(평균 1.22) ng/g-wet 

wt., 5월에 0.62-11.10(평균 2.27) ng/g-wet wt., 7월에 0.60-12.72(평균 3.98) ng/g-wet wt., 10월
에 0.37-22.63(평균 5.78) ng/g-wet wt.으로 검출되었다. TBT는 1월에 1.96-19.70(평균 6.22) 
ng/g-wet wt., 5월에 2.52-177.21(평균 15..34) ng/g-wet wt., 7월에 2.25-284.85(평균 18.65) 
ng/g-wet wt., 10월에 1.59-201.39(평균 15.44) ng/g-wet wt. 으로 검출되었다. 페닐계 화합물은 
DPT와 TPT만 일부 지 에서만 검출 되었으며, DPT는 5월에 0.16-0.31(평균 0.24) ng/g-wet wt.
으로 검출되었고, TPT는 10월에 2.62 ng/g-wet wt.으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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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11

Moving Ship에 의한 액체CO2 용해 ․ 희석 방식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오위영, 박세헌, 권석재

한국해양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서명된 이후, CO2의 기  배출량 감축을 한 산업별 환경규제나 

환경세 도입이라는 책이 구체 · 실 인 검토 상으로 부상하면서 CO2를 해양 혹은 지 에 

격리하는 방법이 긴 피난 조치로서 실 성을 띠고 있다. 
CO2 해양격리기술은 량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격리 후 모니터링이나 생태계의 향

감시 등이 비교  수월하기 때문에 기술  실 성이 있는 온난화 책 기술로서 연구 개발이 진

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지정학 인 조건과 가시 인 감축효과가 요구되는 긴 성으로부터 실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ving ship에 의한 액체CO2 용해․희석 방식의 경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향후 기술개발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한된 연구개발비를 효율 ․합리 으로 사용하기 

한 정책방향 모색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Moving Ship에 의한 액체CO2 용해․희석방식은 160만kW 출력의 석탄화력발 소로부터 배출

된 약 2,400만톤의 배기가스를 이용해 CO2를 화학흡수법의 하나인 아민법에 의해 90% 효율로 
분리․회수하고, 압축기를 이용해 15MPa까지 승압한 후, 26B(SUS) 이 라인 3계통으로 해안
까지 2km를 수송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CO2수송선을 이용해 상해역까지 운반한 다

음, 해상 랫폼으로부터 해  이 를 이용해 CO2를 해양 층부에 용해하는 조업시스템을 설

계하 다.
자 조달은 자기자본 30%와 차입  70%로 조달하고, 배와 랜트 건설에 4년, 0.5년간의 테
스트 가동을 거쳐 0.5년간 50% 생산, 6년째부터 20년간 100% 생산하는 스 을 설정했다. 원
가요소는 2005년도를 기 연도로 1) 변동비, 2) 감가상각비, 3) 수선비, 4) 인건비, 5) 손해보험
비, 6) 재산․종합토지세, 7) 리, 8) 마켓 비, 9) 공장 리비․잡비, 10) 부가가치세, 11) 법인
세․지방세 등을 설정하 다.
그 결과, Moving ship에 의한 액체CO2 용해․희석 방식은 환경세로서 부과되는 배출권거래가
격이 US$ 62.2/t-CO2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경제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CO2분리․회수  액화기

술의 비용 감이 경제  성립을 해 요함을 알았다. 
향후 연구개발을 한 과제로서는 CO2방류지  주변해역에서의 CO2거동 측, 고농도 CO2방

출에 따른 환경 향평가 기술개발, 선진국들의 선험  연구경험을 활용한 국제 동연구 등이 시

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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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12

Depth ranges of alkenone production in the East Sea

이경은, 최지영

한국해양대학교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epth of alkenone production, seawate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East Sea at the water depths of 20, 50, 70, 100 m during the 
2005 cruise aboard the Tam Yang (April 25-27). The cruise covers three stations. Station 1 was 
located near the Korea Strait. Station 2 was occupi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Ulleung 
Basin. Station 3 was located near coast off Kampo. The concentration of total C37 alkenones 
was measured from the filtered samples, and the degree of unsaturation (UK'

37) was estimated. 
In surface waters, the concentrations of total C37 alkenones range over two orders of magnitude. 
The alkenone concentration in the surface waters is in the range of 1.9-5.3 ngL-1 at the stations 
1 and 3, and 81.4 ngL-1 at the station 2. At all stations, the concentration of total C37 alkenones 
is high in the surface mixed layer, and decreases with depth, indicating that alkenones seem to 
be produced at or close to the sea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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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1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오존 농도변화와 공기궤적 분석
Trajectory Cluster Analysis of Surface Ozone Observed at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during 2003 and 2005

신범철, 이미혜, 이재학1), 심재설1)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기후 ․ 환경연구본부

1. 서 론
본 연구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높이 36m, 북  32.07°, 동경 125.10°)에서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
까지 2년 동안 측정한 오존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이어도 기지 오존농도의 계  변화  일변화, 오존
농도와 기상인자들 간의 계, 그리고 공기궤 과 오존농도 간의 계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방법
오존분석기(Model 49C UV Photometric O3 Analyzer, Thermo. Inc)는 해수면으로부터 29 m 높이에 치
한 dry lab에 설치하여 10분 평균한 자료를 앙컴퓨터에 장하 다. 공기는 앙갑  바닥에 설치한 

inlet으로부터 PFA tubing을 통과하여 오존분석기에 채집되도록 하 다. 기상자료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
해양연구원으로부터 얻은 10분 평균한 자료를 1시간 단 로 평균하여 활용하 다.

3. 결과  고찰

이어도 기지의 오존농도 경향은 기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의 향을 확연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2년 동안의 평균 오존농도는 49.5±15.5 ppbv이었으며 간값은 50.4 ppbv이었다. 1시간 평균한 오존농
도 자료를 통한 계  변화양상은 여름이 낮고 과 가을이 높게 나타났다. 오존농도의 평균 일변화는 
오존 7～8시에 가장 낮고 오후 3～4시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 지만 그 차이가 4 ppbv 정도로 매우 작았
다. 이처럼 은 일변화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오존농도를 보이는 것은 이 지역이 지역 인 화학 작

용보다는 기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오존농도가 결정됨을 말해 다. 기상자료의 분석결과 높
은 농도의 오존은 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불어올 때 나타났으며 낮은 농도의 오존은 체로 태평양 

지역에서 불어올 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오존을 비롯한 오존 구물질의 장거리 이동 가능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해 체 측정기간에 한 역궤  분석을 수행하 다. 역궤   약 48%가 국과 
몽골, 러시아 지역에서 공기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찰된 오존의 격한 농도증가는 이
들 지역으로부터 오염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1. Time series of 1-hour (dark dots) and 1-day (gray lines) averaged ozon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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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15

Diel variations in DMSP and DMS

이현우1, 이기택1, 신경순2, 강정훈2, 이원제3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1,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2,
경남대학교 환경공학과3

디메틸황(dimethylsulfide, 이하 DMS)은 지구 복사 수지를 조 하는 구름이 형성되는데 있어

서 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Charlson et al.1987). 다양한 식물 랑크
톤이 삼투압 조  등 일종의 생체 사 조  물질로 만들어 내는 DMSP(dimethylsulfonio 
-propionate)가 DMS의 구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 화합물은 먹이 그물 상에서 탄소와 황
의 요한 원인 물질이다.(Simo'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나로도 인근 연안 지역에서 SF6를 사용한 Lagrangian 연구기법을 이용하여 하
루 동안 DMSP와 DMS의 농도 변화를 조사하 다. DMS 농도는 하루 동안 약 2배의 차이를 보
으며 DMSP는 약 5배의 차이를 보 다. 주간에는 높은 농도가 나타났고, 야간에는 낮은 농도
를 보 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은 Gymnodium impudicum의 수직  이동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이 생물종의 존량과 DMS, DMSP와 상 계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이다. 한 종속 양성 박테리아도 비슷한 패턴을 보 는데 이는 하루라는 짧은 시

간 동안이라도 DMS와 DMSP의 변화를 연구하기 해서는 먹이그물 상에서 이 물질들의 역할
을 규명하는 것이 요한 것임을 뜻한다. 
한편 본 연구 지역은 양에 비해 가스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F6와 
3He 등 두 가지의 추 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양에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가스교

환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dome method를 이용하여 연안에서 측정된 가스
교환 값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연안 지역에서는 양에 비해 DMS 뿐만 아니라 이
산화탄소 등의 다른 가스들도 양에 비해 이동량이 더 클 것으로 상된다.

1. Charlson RJ et al. Oceanic phtoplankton, atmospheric sulfur, cloud albedoand climate, Nature, 
Vol.326, pp.655-661, 1987

2. Simo'  R et al. Coupled dynamics of dimethlsulfoniopropionate and dimethylsulfide cycling and the 
microbial feed web in surface waters of the North Atlantic, Limnol Oceanogr, Vol 47, pp.53-6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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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1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peptide from 
cyanobacteria Aphanocapsa sp. 

오선관, 김종인, 노정래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Cyanobacteria are a new, largely unexploited source for natural products with various 
structures and diverse biological activities. To date about 800 natural products from 
cyanobacteria have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Apart from pharmaceutically interesting 
activities like antifungal, antimicrobial immunosippression, ACE-inhibitory effect, cyanobacteria 
also produce very potent toxins, e.g. the mycrocystins. 

As part of searching for bioactive and novel structures from marine organi는, we는 el In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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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2

Comet assay를 이용한 갯지렁이 (Perinereis aibuhitensis) 
혈구세포의 마산만 퇴적물에 대한 유전독성 평가

서진영, 김기범*, 최진우, 임운혁, 현상민

한국해양연구원,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

마산만 퇴 물의 유 독성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퇴 물 추출액을 서생물의 구세포에 노

출시켜 유도되어진 DNA 단일가닥 손상을 comet assay로 측정하 다. 한 퇴 물 추출액의 성

분을 분석하여 DNA 손상정도와 화학물질의 농도간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두토막 썹참갯지 이 (Perinereis aibuhitensis)는 거제도 장목의 낚시
에서 구입하여 실험  2주 이상 10°C의 수조에서 순치시켰다. 두토막 썹참갯지 이의 구세

포를 얻기 해 해부 미경 아래에서 의 치를 악한 후, 수술용 가 로 이 있는 머리

부분을 잘라 인산완충용액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용액에서 구세포를 획득한 후 희
석하여 사용하 다. 2004년 2월 마산만 내 21개 정 에서 퇴 물을 채취하 고, 퇴 물 추출액

은 Soxhlet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 다.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 함량은 CHNS 
분석기 (EAI112)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DNA의 단일가닥 손상은 comet assay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그 손상정도는 DNA tail moment로 계산되어졌다.
마산만 내의 21개 조사 정   가장 높은 DNA 손상을 보인 정 은 마산만 내부에 치한 정

 4로 13.4의 tail moment 값을 보 다. 다음으로 높은 DNA 손상은  8과 6에서 11.9와 11.8
의 tail moment 값을 각각 보여주었다. 반면 가장 낮은 DNA 손상을 보인 정 은 마산만에서 다

소 외곽에 치한 정  19로 tail moment 값은 0.4 고, 정  13에서도 tail moment 값이 0.6으
로 조구와 유사한 수 의 낮은 DNA 손상을 보 다. 퇴 물에서의 화학자료들과 tail moment 
와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DNA tail moment와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인 물질은 총유기탄

소로 r=0.647 (p<0.01)로 나타났다. 입자상유기탄소(POC)와 황화수소(H2S)에서도 각각 r=0.645, 
r=0.631로 높게 나타났다 (p<0.01). 그러나 total PAHs의 경우 r=0.098 (p=0.674)로 DNA tail 
moment 와의 상 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갯지 이 구세포에서 comet assay를 통해 검출되어진 DNA 손상은 PAH보
다 유기탄소와 결합되어진 다른 종류의 오염물질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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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3

Research on Effects of Organotin Pollution to Shellfish 
Populations at the Korean and Japanese Coast: Current 

Status and a Mode of Action of Organotins

Min Ho CHOI, Hyeon Seo CHO, Jeong Hoon LEE,
Gui Young KIM*, Min Gyu CHOI* & Toshihiro HORIGUCHI**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of Marine Technolog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of Japan.

Organotin compounds (tributyltin(TBT) and triphenyltin(TPT)) have been used worldwide as 
antifouling agents. TBT and TPT are very toxic because of their deleterious effects on non-target 
marine organisms. Imposex, a superimposition of male, a superimposition of male type genital 
organs(penis and vas deferens) is caused by organotins in female gastropods. Reproductive failure is 
known at severely affected stages of imposex, resulting in declining or extinction of local populations. 
Since the first report from Plymouth, England in 1969, imposex has been reported world wide 
involving more than 150 species. In Korea, the regulation has started since March 2000, and it was 
revised recently to ban the use of TBT compounds on all Korean ships. Up to now, however, high 
concentrations of TBT and TPT have been still detected in marine ecosystem. In this study, we will 
report the present status on imposex and its recovery rate of gastropods from Korea. Current status of 
organotin pollution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are also discussed. Finally, the latest experimental 
results with relation to the induction mechanism of imposex are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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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4

Survey of Butyltins in the marine environment of 
Korea - Ⅰ. National Monitoring Program 2001-2005.

최민규, 김귀영, 김상수, 문효방, 최희구

국립수산과학원 환경관리팀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banned and/or restricted TBT usage for boating and 
aquaculture purposes from early 1980, because of its bioaccumulative nature and deleterious 
effects on the aquatic organisms. In Korea, legislation for restriction of TBT usage as an 
antifouling agent for coastal boats and agriculture constructions was implemented in 2000 and 
for other ships and boats was implemented in 2003.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regulation in reducing TBT pollution levels in the Korean coastal area, we have measured 
TBT concentrations in seawater, sediment and bivalve samples collected from Korean coastal 
area since 2001. We can divide this monitoring program into two durations, 20 sampling 
stations in 2001-2002 and 25 sampling stations in 2003-2005.

In seawater samples, TBT concentrations varied from N.D. to 183 ng/L and the highest 
concentration was observed in 2001. Detection rates of TBT, exceeding percentage of the 
detection limit, varied from 0 to 64% according to the surveyed duration and TBT in all of the 
samples was not detected in 2005. In sediment samples, TBT concentrations ranged from N.D. 
to 10735 ng/g dry weight and the highest concentration was observed in 2002. Detection rates 
ranged from 40 to 88% and detection rates in 2004 and 2005 were very low. In bivalve 
samples, TBT concentrations were in the range of N.D. - 7058 ng/g dry weight and the highest 
concentration was found in 2001. Detection rates were in the range of 76 - 100% and detection 
rates in all surveyed periods except 2005 were 100%. The decrease of TBT contamination was 
the most remarkable in seawater and the next was sediment. However, it may take longer time 
to totally remove TBT in marine organisms such as bivalve than in seawater an sediment. 
Comparing the results reported previously for seawater, sediments and bivalves, it is apparent 
that TBT contamination is widely distributed along coastal waters of Korea and has spread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al media and biota. However, there is a declining trend of TBT in 
the marine environment of Korea as a consequence of its restriction and ban. In addition, 
biological monitoring programs may clearly be valuable in both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 in assessing recovery of organotin-impacted ecosystems in long term. It may also be 
necessary that monitoring stations include more numbers of harbors, ports and marinas, 
classified as potential sources of 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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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5

Survey of Butyltins in the marine environment of
Korea - Ⅱ. Butyltins contamination around harbors

최민규, 김귀영, 엄지영

국립수산과학원 환경관리팀

Butyltin compounds (TBT, DBT and MBT) were analyzed in 61 sediment samples collected 
from 7 harbors of Masan, Onsan, Gwangyang, Mokpo, Yeosu, Pohang(Gu-hang) and 
Bangeojin(Ulsan), which contain ports, piers and passenger terminals as potential sources of 
BTs contamination, to investigate contamination status of BTs in sediments near harbors.

BTs were detected in most of samples, ranging from N.D. to 7729 ng/g dry weight, while the 
concentrations of TBT were in the range of N.D. - 2407 ng/g dry weight.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BTs, 7729 ng/g dry weight, was found at the station near Yeosu harbor and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higher than 1000 ng/g dry weight, were found at the stations 
near Onsan, Pohang and Bangeojin harbor.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BTs de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Bangeojin>Yeosu> Pohang>Onsan>Mokpo, Masan>Gwangyang.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TBT, 2407 ng/g dry weight, was found at the station near a fishery joint 
market of Bangeojin harbor which has a lot of fishing boat traffic. TBT concentrations higher 
than TBT 1000 ng/g dry weight, likely to contain paint particles, were found at the stations 
near a fishery joint market of Yeosu harbor and a oil pier of Onsan harbor, respectively. These 
areas have a lot of fishing boats traffic and large vessels traffic for transportation of oil. 16 out 
of 61 sediment samples exceeded the Australian guideline ISQG-high of 192 ng/g dry weight. 
We can assess recent inputs of TBT from potential sources via calculation of butyltin 
degradation index (BDI, [MBT+DBT/TBT]). The BDI values in 3 sediment samples near Yeosu 
and Bangeojin harbor were less than 1, indicating that the sediment may have received 
relatively recent TBT inputs. Although improvements are expected in the long term due to the 
restriction/ban, during the next few years there may be hotspots (particularly near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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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6

영양염에 주입에 따른 영양염과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의
변화에 관한 연구

장풍국, 신경순, 윤미란, 강경화, 장민철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남해특성연구본부

식물 랑크톤의 성장에 양물질의 제한에 따라서 종조성에 향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크게 resource competition과 resource-ratio hypothesis이 있다. Resource competition은 제한 양염의 

인 농도가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을 바 다는 이론이고, resource-ratio hypothesis는 제한되는 
양염의 비가 종조성을 바 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두 이론은 논쟁 에 있다. 본 연구는 장목만
에서 일시 인 양염 유입에 따른 식물 랑크톤의 변화와 이러한 발생 이후 각기 다른 조건으로 

양염을 첨가하여 각각의 반응 그룹 간에 어떠한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의 변화, 크기별 변화  
종조성의 변화가 나타는지 보고자 하 으며, 어떠한 양염이 제한 양염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장목만의 해수를 macrozopplankton을 제거하기 해서 200um mesh로 필터한 후 
잘 혼합하여 24개의 bottle에 골고루 분배하 다. 분석항목은 양염 에서 규산염(Si), 인산염(P), 
 질산염(Nitrate+Nitrite, N)을 분석하 으며,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의 변화는 Phyto-pam과 아세톤 
추출법에 따른 엽록소-a를 측정하 다. 크기별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은 Phyto-pam으로 측정하 으

며,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은 학 미경하에서 계수하여 존량을 조사하 다. 
실험기간 동안의 각 그룹에서의 양염 농도의 변화 추이와 Phyto-pam에서 측정된 chlorophyll-a의 
변화 추이를 보면, 양염 에서 N 포함된 그룹에서의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이 높게 나타났다. 
한 N과 P가 첨가된 그룹에서 오히려 N, P, Si가 첨가된 그룹보다 더 높은 생체량을 보 다. 소모된 
S/N 비는 0.86(sd±0.15), N/P 비는 13.8(sd±0.96)로 나타나 redfield ratio에 비해 은 값을 나타내었다. 
크기별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의 유율의 변화를 보면, T0에서의 nonoplankton의 비율이 체에서 
84.9%를 차지하고, picoplankton은 15%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 으나, 실험이 진행될수록 
microplankton의 생체량이 증가하여, 체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단된다. 
한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 변화는 기(T0) 와편모류가 우 하고 규조류의 우 이 낮지만, 일시
인 높은 양염의 공 은 규조류가 90%이상 우 하는 형태로 종조성을 변화시켰다.
본 실험에서 식물 랑크톤이 발생한 후 N이 제한 양염으로 작용하나, 단일 양염의 공 은 

식물 랑크톤의 발생을 유지하거나 다시 발생시키기는 어렵고, N이 포함된 두 개의 양염이 
동시에 공 되어지면, 다시 발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양염의 공  형태에 

따라 크기별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 

혹은 구성비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암시하 다. 한 질산염과 인산염이 고갈되어 와편모류

가 우 하는 시기에 높은 양염의 공 은 우 종을 규조류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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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7

새만금 제4호 방조제 건설 전후의 화학적 변화

정주영, 정용훈, 채윤주, 이충원, 김소영, 김영태, 양재삼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새만 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식량증산, 수자원 확보를 해 라북도 군산시, 김
제시, 부안군에 인 한 하구역 40,100 ha를 33.479 km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재 방조제는 남은 구간(880 m, 2006.4.13 재)을 매립하고 있다. 제4호방조제는 야미도와 비응
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2003년 6월 사석제 끝막이를 완공하 다.
제4호방조제 끝막이 완공 후에 염분, 부유물질, 양염(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암모니움
염, 규산염), 클로로필-a가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조사하 다. 1999년, 2002년, 2003년 8월의 
시료채취는 조석의 상과 채수시간에 따라 변화가 크므로 조기에 3개 정 (A, B, C)에서 13
시간동안 연속 측하 다. 표층시료를 채수하 으며 냉동하여 실험실로 이동후 분석하 다. 정

A는 새만  제4호 방조제 내측에 치하고, 정 B는 강의 향을 받는 제4호 방조제 외측
이다. 정 C는 신시배수갑문이 치한 제2호 방조제 외측이다.
조사일  7일간 군산지역의 평균 강우량은 '99년, '02년, '03년 각각 1.9, 3.9, 6.2 mm이었으
며, 평균 풍속은 3.5, 2.8, 2.9 cm/sec 다. 강하구언에서 조사일  7일동안 방류한 양은 

219,351, 223,735, 735,809×103 ton이다. 풍속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방류양은 '03년의 많아
진 강우로 인해 증가하 다.
새만 지구의 시․공간 인 변화를 13시간 평균자료로 살펴보면, 염분은 3개 정 에서 제4호 
방조제 완공후 감소하 다. 정 A와 정 B에서 각각 6.3, 14.6% 감소하 고, 정 C에서는 4.3% 
감소하 다. 정 A와 B의 제4호 방조제 체  후의 감소율 차이는 제4호 방조제 체 로 인해 

정 A에 강담수의 향이 감소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부유물질은 방조제 완공후에도 조류
의 이동이 가능한 정 C를 제외하고 감소하 다. 이는 조석의 향이 고, 유속의 감소로 인한 
향으로 사료된다. 질산염은 정 C에서 방조제완공 후의 변화가 없고, 아질산염은 정 A, C 
모두 변화가 없었다. 강의 향을 받는 정 B에서 아질산염은 감소하 다. 제4호 방조제 완공 
에 비해 상 으로 강의 향이 어든 정 A에서 질산염이 감소한 원인은 강의 향이 
차단된 , 식물 랑크톤의 uptake rate 증가, 새만  내부의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탈질산화

로 추측된다. 3개 정 에서 13시간동안의 평균 암모니움염은 제4호 방조제 완공후 증가하 고, 
인산염과 규산염은 부유물질의 감소와 같은 경향을 보 다.
향후 조석의 향을 받는 방조제 외측과 조석의 향을 받지 않고 담수호가 될 내측을 구분하

여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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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8

Box model을 이용한 곰소만의 Salt, DIP, TDN의
물질 수지 평가

정용훈, 김영태, 채윤주, 이충원, 김소영, 정주영, 양재삼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한국 서해안에서 조간 가 비교  잘 보존된 곰소만의 용존인(DIP)과 총용존질소(TDN: DIN
과 DON의 합)에 한 계 별 물질수지를 계산하 고, 이를 곰소만 조간 의 물리, 화학, 생물학
인 환경변화와 련하여 해석하 다. 장조사는 1999년에서 2000년 동안 계 별로 연평균 강

우량을 보인 철(4월), 건조한 여름철(8월), 집 호우가 있었던 여름철(9월), 비가 없었던 겨울철
(11월)에 각각 13시간씩 염분, 유속, 양염, chlorophyll-α 등에 한 연속 측을 수행하 다. 
곰소만의 salt, DIP, DIN의 물질 수지를 평가하기 한 모델은 곰소만을 정상상태로 가정한 Box 
model을 이용하 다. Box model에서 사용된 각 인자는 다음과 같다.

Qinflux = Tv․TC + Mv(OC - GC) + Sv․PC

Qefflux = Rv․GC

여기에서 Qinflux와 Qefflux는 곰소만의 총유입량과 총유출량, Tv와 TC는 육상기원 담수량과 농

도, Mv는 해수교환량, OC와 GC는 외양수와 곰소만의 농도, Sv와 PC는 염지하수 유입량과 공극

수 농도, Rv는 잔차유동량이다. 따라서 Qinflux가 Qefflux보다 클 경우는 곰소만은 물질을 장 장소

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반 인 경우에는 곰소만은 만외부로 물질을 공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DIP의 각각의 flux는 겨울철인 11월을 제외하고 해수교환에 의한 flux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 인 유동량은 , 건조한 여름 조사기간  곰소만에서 외해로 각각 - 5.86 × 105 g P 

day-1, - 4.46 × 105 g P day-1
로 순유출(net efflux)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집 호우가 있

었던 직후인 여름 조사 기간인 9월과 겨울철인 11월은 각각 곰소만 내부로 1.76 × 106 g P 

day-1, + 9.95 × 103 g P day-1
의 순유입(net influx)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곰소만은 

철과 건조한 여름철에는 DIP의 공 원 역할을 하고, 집 호우가 있었던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DIP의 sink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TDN은 11월을 제외하고 염지하수의 유입에 의한 flux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 인 

유동량은 , 건조한 여름, 집 호우가 있었던 여름철에 각각 1.23 × 107 g N day-1, 6.30 × 106 
g N day-1, 1.87 × 107 g N day-1의 질소가 순유입되었고, 겨울철에는 -9.02 × 106 g N day-1에 

해당하는 TDN이 곰소만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곰소만은 겨
울철을 제외하고 TDN의 장 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DIP의 경우, 곰소만 내외로 유출입하는 조석 상에 의한 럭스가 주된 과정이며, 
럭스의 방향은 조간 의 강한 buffering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TDN은 
염지하수의 유입이 주 유입 과정이고, 생물활동이 감소되는 겨울철을 제외하면 곰소만 내에서 
sink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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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9

천수만에서 저산소수괴 발생과 해양환경특성 변화

김형철, 박승윤, 김평중, 최윤석*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남해수산연구소

매립이나 방조제 건설 등으로 연안의 이용성을 높이기 한 개발은 해수 유동에 향을 미치고 수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 연안 환경오염과 함께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 천수만은 방조제 
축조 이후 변화된 환경 내에서 생태계는 구조 으로 안정화 되었지만, 최근 방조제 부근 내만 수역과 
양식장이 치한 만 입구역에서 여름철에 층 용존산소 농도가 4～5 mg/L 로 매우 낮게 측되어 향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천수만의 환경 리가 필요시 된다. 천수만 주변에는 육상기원 오
염부하를 발생시킬 형 공업단지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부남호와 간월호 유역의 농․축산 

농가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원이  처리되지 않고 호수 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담수호 유역의 상수도 
보 율도 40% 미만으로 아주 낮은 상태이다. 즉, 여름철 강우기에는 방조제 수문개방으로 담수호 내에 
축 되어 있던 많은 양의 육상오염부하가 일시에 천수만 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만 입구 주변에는 양식
장이 산재하여 설치되어 있어 양식장의 오염부하가 만 내부로 유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반폐쇄  내만 해역인 천수만에서 수온, 염분, 용존산소, 양염

류  엽록소 a 등의 이화학 인 환경요인의 계 별 변동양상을 조사하여 식물 랑크톤과 양염류 등

의 수질변화를 일으키는 만 내부의 환경요인을 악하고, 층에서 산소수괴가 형성될 시기의 만 내부

의 해양환경 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 이 시기에 식물 랑크톤의 량 발생이 있었는데 당시 식물

랑크톤의 성장을 제한하는 양염은 무엇이었고, 계 별 부 양화의 정도와 진행을 악하 다.
2005년도에 층 용존산소 농도는 7월에 만 내측의 간월호 방조제 부근과 만 입구인 효자도 부근 수역
에서 4.5 mg/L 내외로 나타났고, 8월에는 부남호 방제조 부근에서 5.0 mg/L의 낮은 용존산소 농도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이때 만 입구역에서 9.0 mg/L 내외의 높은 용존산소 농도분포를 보여 식물 랑크톤의 

bloom이 층으로까지 확산되어 층 엽록소 a 농도 분포가 20 ㎍/L 이상으로 나타났다. 층의 용존산

소 농도가 낮은 지역에서 용존무기질소와 무기인의 농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나(DIN: 51.9～135.4 
μM, DIP: 1.23～1.35μM) 층으로부터 양염류가 수 으로 공 되고 있음을 시사하 고, 표층 역시 용
존무기인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홍성호 담수호 주변수역에서 엽록소 a 농도 역시 높은 농도를 나타내어 
하계에 천수만의 양염류 농도 분포는 식물 랑크톤 bloom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 표층과 층의 DIN/DIP 비에 의한 식물 랑크톤 성장 제한 양염은 7월의 표층(21.90)
을 제외하고 년  16 이하의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천수만에서는 인보다는 질소에 의해 식물 랑크

톤의 성장이 제한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천수만의 부 양화 정도를 악하기 해 부 양화 지수

(eutrophication index)를 계산한 결과, 공간별  계 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간별 분포에서는 
여름철 식물 랑크톤의 성장에 의한 무기 양염류의 소비로 인해 부 양화 지수가 1보다 작게 나타났
지만, 2, 5, 6월을 제외하고는 년  평균 1보다 크게 나타나 부 양화 상태임을 나타내었고, 8월의 층
에서 평균 20.7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양염류의 높은 농도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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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0

여자만 북부해역 표층퇴적물중 유기물의 분포특성

윤양호, 노일현, 박영균, 김기영1

전남대학교 대학원 수산과학과
1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본 연구는 한국 남해 여자만 북부해역의 16개 정 을 상으로 표층퇴 물  유기물량과 계

변화를 악하고자 2003년 2월, 5월, 8월 그리고 11월까지 총 4회 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총 유기물량은(Ignition loss) 3.8～11.7%(6.7±1.46%), 화학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for sediment)은 14.11～32.44 mgO2/g-dry (22.43±4.02 mgO2/g-dry), 산휘발성황
화물(Acid volatile sulfide)은 ND～2.28 mgS/g-dry(0.67±0.60 mgS/g-dry), 식물색소량(Phaeo-
pigment)은 3.71～22.59 ㎍/g-dry(11.80±4.19 ㎍/g-dry), 입자성 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carbon)는 6.34～10.56 mgC/g-dry(8.34±1.04 mgC/g-dry) 그리고 입자성 유기질소(Particulate 
organic nitrogen)는 0.96～1.78 mgN/g-dry(1.28±0.19 mgN/g-dry)의 범 를 나타내었다. 한 표

층퇴 물의 함수율(Water content)은 45.8～67.1%(58.6±5.2%)의 범 를 보 으며, 뻘 함량(Mud 
content)은 부분 정 에서 95% 이상으로 Silty clay의 세립한 퇴 상을 나타내었다.
유기물량의 공간 인 분포는 장도 남단에 치한 남서해역에서 낮고, 벌교천과 이사천ㆍ동천 
하구역 사이에 치한 북쪽 조간  지역과 여자도 동쪽 해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계 인 변동

은 각 항목마다 차이를 나타내어 IL, CODs 그리고 식물색소량은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은 반면, 
황화물량은 겨울에 매우 낮았다. 한 POC와 PON은 계  변동 폭은 었다.
황화물량과 CODs와의 계로부터 여자만 북부해역의 경우 겨울을 제외한  조사시기에 

CODs 농도가 20 mgO2/g-dry을 넘을 경우 수심 2m 이내에 치한 정 들에서 황화물이 1.0 
mgS/g-dry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 그 경향은 더욱 하 다. 한 

C/N 비는 5.01～7.76(6.57±0.59)로 나타나 여자만 북부해역의 표층퇴 물내 유기물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보다 해역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여자만 북부해역은 낮은 수심과 높은 생물생산  내만수 정체 상으로 유기물확

산이 제한 받는 북쪽 최상부 지역과, 만내 해수유동에 의해 퇴 작용이 우세한 여자도 동쪽 지역

(최, 2003)을 심으로 높은 유기물 농도가 보여지고 있어, 향후 퇴 물의 유기오염에 주의를 요

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참고문헌

최정민, 한국남해 여자만 퇴 물 거동 메타니즘, 여수 학교 박사학 논문, 166pp,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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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1

경기만 장안퇴 해역에서 퇴적물 준설활동에 의한 수질 변화 연구

김동화, 박용철, 지호영, 김형건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경기만 장안퇴 해역에서 퇴 물 설 활동을 시범 으로 시행한 해역과 진행되지 않은 해역에

서 수질 황을 비교 악하고 퇴 물 설량 증가에 따른 해수질 환경변화 향을 연구하고자 하

다.

해양 수질 조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3차례 조사를 실시하 다. 각 조사시기마
다 채취 의 기  해수질을 악하기 하여 각 조사정 에서 동선 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 모든 조사시기마다 퇴 물 설정 을 심으로 퇴 물 설활동 동안 주변해역에 미치는 

해수질 향을 악하기 하여 plume study  고정  해수질 변화양상을 악하 다. 퇴 물 

설활동을 하는 동안 시료채취는 퇴 물 설활동 해역으로부터 조류의 방향으로 잉여방출해수

를 일정한 거리 간격(10~100m)으로 15-17개의 기선 정 에서 표층시료를 채취한 후 HDPE 용
기에 장하여 시료에 따라 냉장 는 냉동 보 하 다. 본 조사에서 장분석이 가능한 항목 이
외의 수질 분석을 한 시료는 각 조사 정 에서 Niskin 채수기로 표층  층 시료를 채수한 
후 시료에 따라 냉장 는 냉동 보 된 후 실험실로 옮겨져 분석되었다.

연안에서 퇴 물 설 활동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으로는 수심변화에 따른 해수유동의 변

화, 서생태 군집의 서식지 교란, 그리고 잉여방출해수에 의한 수질악화  이에 따른 수괴 생
태계의 변화 등이다. 이 에서 해양환경 변화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pumping에 의한 
퇴 물 채취 후 퇴 물 설활동 해역으로부터의 잉여방출해수 plume과 층해수 그리고 미세 
부유물질에 의한 향이다. 그 이유는 퇴 물 설 작업 시 방출되는 잉여방출해수 에는 표층 

해수보다 매우 높은 농도의 속  유기물, 양염류 등이 축 되기 때문이다. 

연구기간 동안 퇴 물 설 활동 시범해역에서 퇴 물 설 작업을 실시하여 퇴 물 설 활

동 해역으로부터 조류의 방향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잉여방출해수를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 조

와 고조 사이의 조류 유속이 가장 강한 물리  환경에서 잉여방출해수 의 각종 화합물의 농도

가 조류의 방향으로 가장 길게 plume이 형성되었다. 지 까지의 퇴 물 설 활동시 plume 연구 
 최  퇴 물 설량인 40,000m3를 시범 으로 채취한 2006년 2월의 총질소 경우, 퇴 물 

설 작업  조사해역 표층의 평균농도는 0.338 mg/l 이었고, 지수  감소 분산이론에 따라 통계

으로 해석된 거리에 따른 plume 분산 계식은 농도(mg/l) = - 0.0154 Ln(거리(m)) + 0.4634 
(R2 = 0.67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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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안 수질환경의 변동 특성

박승윤, 김형철, 김평중, 박경수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본 연구는 아산연안의 수질 특성을 구명하기 하여 1975년～1976년, 1988년～2005년의 20년 
동안 계 별(2, 5, 8, 11월)로 년4회에 걸쳐 연안의 3개개정 을 선정하여 표층과 층에 해 일

반 수질성분인 수온, 염분, pH, DO, COD, SS, PO4-P, NH4-N, NO2-N, NO3-N을 측정한 결과에 
해 t-test 결과 표, 층 a<0.05 유의수 에서 부분의 항목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

어 표층수와 층수를 평균하여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통계 처리를 하여 연도별 
변화 상태를 추정하 고, 수질변동요인을 구명하기 하여 계 별 연도별 수질항목간 상 분석

을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으며, 상기의 분석은 PC SAS를 이용하 다. 아산연안의 수온은 20
개년 평균 13.07±0.59°C, 염분은 30.45±0.15, SS는 30.15±1.66mg/L이었고 pH는 18개년 평균 
7.96±0.01, DO는 8.55±0.14mg/L, COD는 1.24±0.05mg/L, PO4-P는 0.019±0.001mg/L, NH4-N는 
0.066±0.005mg/L, NO2-N는 0.012±0.001mg/L, NO3-N는 0.180±0.013mg/L, DIN는 0.258±0.0153mg/L, 
DIN/DIP비는 54.99±10.39이었으며, 반 으로 해역별 수질기  Ⅱ등 을 유지하고 있다. 경년
변화는 수온, pH, 화학 산소요구량, 용존무기질소, 인산인는 증가추세이고 용존산소, 염분은 낮
아지는 경향이며 부유물질은 1997년까지 증가하 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계 별로는 

염분은 8월 낮고 11월도 타월에 비해 1.2정도 낮았으며, 부유물질은 2월이 타월에 비해 15mg/L 
높았고, 용존무기 질소은 8월이 타월에 비해 0.7mg/L정도 높은 상태이었다. 항목간의 상 분석

결과 수온은 염분, 용존산소와 음의 상 성, 염분은 용존산소와 양의 상 성, 화학 산소요구량, 
양염류와 음의 상 성, 용존산소는 인산인, 암모니아질소, 아질산질소, 용존무기질소와 음의 상
성, 화학 산소요구량은 질산질소와 양의 상 성, 인산인은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용존무기질
소와 양의 상 성이 입증되었다. 항목별 수질의 연평균 자료에 한 주성분 분석결과 기변동
은 1988～1991, 1993～1996, 1997～2005로 구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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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Polyaromatic hydrocarbons in 
sediments of Yellow Sea

김종희, 최윤석, 김형철1, 유 준2, 최양호, 정창수, 조현서3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1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2국립수산과학원 환경관리팀
3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The Yellow Sea, also called the West Sea in North and South Korea, is the northern part of 
the East China Sea, which in turn is a marginal sea of the Pacific Ocean. The Yellow Sea is 
the ultimate sink for all liquid waste and has for many years been the recipient of both treated 
and untreated sewage waste. In order to observe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Polyaromatic 
hydrocarbons in sediments, we analyzed sediment samples of 33 stations by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GC-MS). The concentration of ∑PAHs ranged from 2201.5 to 15432.4 ng/g 
dry weight and the average total PAHs concentrations were 6256.43 ± 3516.34 ng/g dry weight,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s in the central area of the Yellow Sea were much higher than 
other part of the Yellow Sea.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sediment contamination 
from PAHs is growing problem faced by many urban harbors. In spite of, the levels of ∑PAHs 
were high compared to those adjacent to the Yellow sea in the Jiaozhou Bay. The composition 
patterns of PAHs in sediment were dominated Benz(a)anthracene and Anthracene. The ratio of 
phenanthrene to anthracene is useful tools to identify petrogenic and pyrolytic sources of PAHs 
in marine sediments. The distribution of PAHs for the surface sediments in the Yellow Sea is 
derived from petrogenic sources.

Grain size was achieved for sediment samples from the study area. The distribution of each 
size component such as gravel, sand, silt and clay. In the present study, gravel component was 
not found, while sand, silt were dominant with different range of proportions. Sediment type of 
"sand" mainly occurred in the western area of the Yellow Sea. Fundamental change in sediment 
type occurred around the central area, decreasing sand proportion with mud proportion from the 
eastern to the central area, and increasing sand proportion with decreasing mud proportion from 
central to western area. In the northeast area of Yangtze-River mouth, clay silt sediments were 
distributed. The western part of the Yellow sea sediments was finer than that in the eastern part.

1. X.-C. Wang et al., Sources and distributin of alphatic and polyaromatic hydrocarbons in sediments of 
Jiaozhou Bay, Qingdao, China J. Marine Pollution Bulletin, Vol. 52, pp. 129-138, 2006.

2. R. Boonyatumanond et al., Distribution and origin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in 
riverine, estuarine, and marine sediments in Thailand J. Marine Pollution Bulletin, in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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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4

동해 심해 퇴적물의 연대와 지화학적 특성 연구

김영숙, 황재동, 윤석현, 박종화1), 최옥인2), 최민규3), 구준오3), 심정민, 
황운기, 이용화, 서영상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팀1),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타2)

국립수산과학원 환경관리팀3)

동해의 퇴 물 분석을 통하여 과거 동해의 해양환경 변동을 추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와 죽변 근해의 퇴 층을 코아 (Gravity corer, 길이 100cm) 채집하여 연 시기  

입도, 입자성유기탄소 (POC), 유기질소 (PON) 수직분포와 sterol의 분포를 분석하 다.
울릉분지 (105/14)와 죽변 근해 (104/07)에서 채집한 퇴 물을 길이 방향으로 10등분하여 얻은 
시료를 AMS를 이용하여 연 시기를 측정하 다. 105/14에서는 최상층부에서는 14C 연령 

2,230±40 BP로서 차 증가하여 최 하층부에서는 10,560±10 BP으로 나타났다 (상 계 지수, 
r2=0.94). 이는 BC 10,000년 이내의 퇴 층으로 bioturbated mud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04/07에서는 최상층부의 부분은 1,350±40 BP로서 차 증가하여 하층부에서는 5,000±40 BP로
서 나타내었으며 (상 계 지수, r2=0.98) , 이는 약 BC 3500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었다.
입도의 분석결과에서는 104/07에서는 Clay 함량이 평균 90.1%로서 우세하게 나타내었으며, 

105/14에서는 평균 6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105/14 (19.3%)에서는 Sand의 함량이 
104/07 (1.8%)에 비하여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Silt의 함량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104/07 
8.1%, 105/14 13.6%).

sterol의 분석결과에서는 생물기원의 배출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coprostanol/ 
cholesterol 비는 0.38～0.57의 범 로서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차 증가하 으며, 반 으

로 1이하의 낮은 농도비를 나타내었다. 오염지표종인 Epicholestano, Epicoprostanol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극히 낮은 농도로서 검출 되었다.
유기물의 특성과 기원을 나타내는 C/N 비는 퇴  층별 6.43-15.43의 범 로서 나타내었는데, 
육지에서 공 된 것과 장에서 생성된 유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을 지시하 다. 특히 105/14의 
상부층에서 10이상으로 육상의 유입 유기물의 향이 컸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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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수 중 Cd과 PO4의 수직적 분포 특성; 예비연구
Vertical distribution of Cd and PO4 in the East Sea, Korea ;

A Preliminary study

오혜영, 최만식, 심정희*, 김동선*

충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과학전공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해양에서 Cd은 양염 원소와 유사하게 표층에서 생물활동과 계하여 제거되고 층에서 재
생산에 의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PO4와 하게 련되므로 과거 해양의 양

염 농도 추 자로 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Cd/PO4의 비율은 표층해수에서의 생물활동 양상 

 유입원 여부와 층 해수에서의 혼합  연령에 따라 변화하므로 지역 으로 달리 나타난다.
동해는 심층수 형성  아한  선 같은 양의 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육지와 근

하여 Cd과 PO4의 다양한 유입원이 있으므로 Cd/PO4 비율의 변화 요인을 규명하는데 좋은 장소

로 상된다. 
본 연구의 최종 목 은 해수  Cd/PO4 비율의 조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동해의 울릉 분지에서 Cd과 PO4의 수직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 2005년 여름 울릉
분지의 네 정 에서 Niskin형 채수기를 사용하여 표층 20 m에서 최고수심 2140 m까지 수층별
로 채수하 고 APDC/DDDC-Freon  ICP/MS 방법으로 Cd을 분석하 다. 
용존 Cd의 농도는 수심 20m에서 0.09 nM (St.D2) ~ 0.13 nM (St.B4-A)의 범 로 체 수층

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 수심 200m까지 격한 증가를 보이고 더 깊은 곳에서는 완만한 
증가를 보 다. Cd의 수층별 농도수   수직분포는 네 지  모두 유사하 으며 PO4의 농도도 

Cd과 매우 유사한 수직분포를 보 다. Cd  PO4의 재생산 정도를 평가하기 해 각각을 AOU
와 비교하 을 때 표층  심층에서 뚜렷한 련성을 보 다. 

Cd과 PO4 농도사이의 계는 양호한 직선성을 보 는데 상층(~200m)에서는 [Cd](nM)= 
0.10×[PO4](μM)+0.0947 (r2= 0.84)으로 표시되었고, 심층(400m~bottom)에서는 [Cd](nM)=0.21× 
[PO4](μM) - 0.0836 (r2= 0.68)으로 표시되었다. 동해 심층에서의 기울기 0.21은 태평양(0.30~0.36)
보다는 훨씬 낮은 값이며, 남 서양(0.18~0.22) 보다는 북 서양(0.18~022)과 유사한 값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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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자 해수교환모델을 이용한 동해심층수 연령 추정
Age Estimation of East Sea Deep Water Using 3-Box Mixing Model

김기현1, 김승수1, 문덕수2, 김현주2, 정동호2

1충남대학교 해양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타

동해 심층수의 체류시간을 추정하기 해 18 의 Ra-226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 
이 결과 Ra-226의 방사능은 48 ± 4 dpm/m3에서 89 ± 5 dpm/m3 의 사이에 분포하 고, 표층보
다는 수온약층 아래의 값들이 상 으로 더 높은 방사능을 보 다. 
동해의 표층냉수계는 인공 성 SST 상자료를 이용하여 동해 체 면 의 (63 ± 19) %를 차
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Ra-226의 표층냉수 평균값은 68±4 dmp/m3, 심층수의 평균 Ra-226은 
117±5 dpm/m3

으로 산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추정된 동해 심층수의 생성율은 3.79 × 1012 
m3/yr 로서 실로 막 한 양이다. 이 추정값은 동해의 해양환경에 심각한 향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심층수 채수량을 정하는 기 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 이 연구의 결과로 동해 심층수의 

체류시간은 (346 ± 20)년으로 추정되었다. C-14의 분석결과를 토 로, 심층수가 취수되는 고성
지역 심층수의 정확한 연령은 430±50 년으로 추정되었다. 한 이 연구에서 추정된 동해 심층수

의 체류시간 346년은 서양 심층수의 체류시간 약 300년, 태평양 심층수의 체류시간 약 600  

‘ 양 혼합시간’(oceanic mixing time), 즉 양 심층수의 체류시간인 약 500년과 같은 규모
(order)의 값이다. 이는 동해가 비록 양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해이지만 양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작은 양’(mini-ocean)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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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of bottom water renewal and export 
production in the Japan Basin using tritium and 

helium isotopes

함도식, 김경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연구소

Tritium (3He or T) was produced mostly by atmospheric nuclear weapon tests and entered in 
the ocean in the form of water (HTO). As tritium exists as water itself, it has been regarded 
as an ideal tool to study the transport of water masses. In April 2001 we collected water 
samples in the Western Japan Basin (WJB) for the measurement of tritium and its daughter 
nuclide, helium-3 (3He). The timely sampling provided a direct observation of the bottom water 
formation, resulting in the drastic increase in tritium concentration from 0.3 TU in 2000 to 0.67 
TU in 2001. Considering that the new bottom waters were found mostly in the western Japan 
Basin, it implies that maximum 1% of the whole bottom layer below 2600 m should be 
replaced with the surface water during the severely cold winter 2000-2001. 

The combination of 3H and 3He provides a tracer age, showing the elapsed time since the 
water left from the surface. This tritium-helium age (τ) can be used to calculate oxygen 
utilization rate (OUR) by dividing apparent oxygen utilization (AOU) by τ. As this approach is 
sensitive to the degree of oxygen saturation in the surface water, each OUR estimate was made 
for the surface water with 80, 90 and 100% oxygen saturations respectively. Under a probable 
condition of 90% oxygen saturation, the integration of OUR in the water column below 200 m 
yields net oxygen consumption of 12 mol (O2) m-2 yr-1. This estimate corresponds to the export 
production of 99 gC m-2 yr-1 and is comparable to the estimate based on satellite data (Laws 
et al., 2000; Goes et al., 2004). On the other hand, this is higher than 64 gC m-2 yr-1 in the 
Ulleung Basin (UB; Hahm and Kim, 2001). Assuming that primary production in the WJB and 
UB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Yamada et al., 2005), higher export 
production implies a higher f-ratio in the WJB (0.5) than that in the UB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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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세종기지 마리안 소만에서 연안 해수 이산화탄소 분압 
모니터링 예비 결과

심정희, 강영철, 김동선, 정웅식, 여정원, 안인영, 강성호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남극 킹죠지섬 마리안 소만 연안 해수의 수온, 염분, 이산화탄소 분압을 모니터링하기 해,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산화탄소 연속 측 시스템을 시험 운 하 고, 지난 3년 
동안 매 2분 간격으로 수집한 방 한 자료의 일부를 분석 보정하 다. 남극 세종기지 연안 해수
의 수온은 남반구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으며, 염분은 남반구 여름에 낮고 겨울에 높다. 연안 해
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남극의 여름철에서 겨울철로 가면서 진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며, 밤낮의 이산화탄소 분압 변화는 수온  조석과 상 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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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태평양해역내 퇴적상에 따른 탄소, 질소 분포특성

김경홍, 손승규, 손주원, 김기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 

열수 지역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의 심해 환경이 타가 양계로 물질의 유입은 

부분 상층의 수층으로부터 들어온다. 외양에서 일차생산의 0.03% 정도, 연안의 경우 0.8% 정
도가 퇴 물에 축 이 된다. 퇴 층으로 유입되는 일차생산의 부산물인 입자성 탄소는 기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서생태계에 먹이를 공 한다는 측면에서 요하다고 여겨진다. 한 

층으로 유입된 입자성 탄소  질소성분들은 기속성작용을 유도하고 퇴 물내 생지화학  

조건을 결정하여 생물과 무기 속들을 재분포시킨다 (Berner 1980). 따라서 유기물 연구는 서
생태 환경과 망간단괴 성장을 밝히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유기탄소함량와 총탄함량의 상 계에서 연구지역을 크게 4 지역으로 나  수 있는데 1) 총
탄소량이 높고 유기탄소함량이 낮은 지역, 2) 총탄소함량이 5%이상이면서 유기탄소함량이 0.3% 
미만인 지역, 3) 총탄소함량이 1%미만이고 유기탄소함량이 0.4%이상인 지역 그리고 총탄소함량
이 1%미만이고 유기탄소 함량이 0.3% 미만인 지역이다. 이는 지 등 (2003)이 KODOS 지역을 
포함하는 연구지역에서 분류한 네 종류의 퇴 상과 일치한다. 석회질연니(calcareous ooze)는 1)
지역으로 나타나고 북  5도와 6도가 해당되며 규질연니(siliceous ooze)는 3)지역이며, 원양성 
토 (pelagic red clay)가 나타나는 지역은 4)지역이며 북  16 도와 17도가 이에 해당된다. 

규질 퇴 물과 석회질 퇴 물이 섞여있는 (Mixed sediment) 지역이 2)지역이고 북  7도가 해당
되며 이지역에 해당된다. 
도별 퇴 물내 총탄소, 무기탄소함량의 분포는 CCD와 수심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

었으며 수심이 CCD보다 얕은 도에서는 퇴 층으로 유입된 석회질 물질이 보존되어 퇴 물

내 총탄소함량이 10%이상이고 총탄소함량  무기탄소의 비가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
면 고 도에 해당되는 KODOS 지역은 퇴 율이 매우 낮고 (13.2 mg cm-2 kyr-1) CCD 이하의 수
심에서 퇴 물이 쌓이기 때문에 퇴 층 내에서 무기탄소가 고갈되어 퇴 물내 무기탄소함량은 

1% 미만으로 퇴 물내 함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탄소함량의 93%가 유기탄소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북  7도의 경우, 표층에서 4%로 나타나고 14cm에서 6% 까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며 이 지역은 앞 두 지역 사이에 치하며 도 환경에서 고 도환경으로 이되고 있

는 지역으로 사료된다. 
수층의 생산력이 상 으로 높은 규질 퇴 물지역이 토지역보다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

다. 반면 유기물의 유입이 더 높은 지역인 도 (석회질 퇴 물지역)가 규질 퇴 물지역보다 

함유량이 낮게 나타난 것은 유기물 이외 석회질 물질과 생물기원 규질의 유입량이 유기물의 유

입량보다 더 많아 유기물의 농도를 희석하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함량 분포
는 표층 해류체계와 연 된 표층 생산력과 그에 따른 퇴 율에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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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 적도 태평양 수층 내 총유기탄소 및 
영양염류의 시 ․ 공간적 분포

손주원, 손승규, 김경홍, 김기현, 김웅서, 박용철1

한국해양연구원 심해연구사업단,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연구지역을 포함한 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표층해류순환 체계를 갖는데 서쪽 방향으로 흐르는 

북 도해류(North Equatorial Current, NEC)와 남 도해류(South Equatorial Current, SEC) 그리고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북 도반류(North Equatorial Counter Current, NECC)와 도잠류(Equatorial Under 
Current, EUC)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지 으로 와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 으로 북 도해류는 

북  8°N에서 20°N, 남 도해류는 남  10°S에서 북  3°N 사이에서 흐르고, 북 도해류와 남 도

해류 사이에 동향류인 북 도반류가 치하며 계   기후변동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수백 km씩 
이동되는 특징이 있다. 도잠류는 남  2°S에서 북  2°N 사이 수심 100～300 m 깊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 도해류와 북 도반류가 교차되는 해역에서는 발산(divergence)에 의한 용승
상이 있으며, 북 도반류와 남 도해류가 교차되는 해역에서는 수렴(convergence)에 의한 침강
상이 발생된다. 용승과 침강에 의한 물리  환경 변화는 수층 환경 내 화학 ․생물학  변화를 일으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3년 7월 서경 131.5°W 선상 북  5°N부터 17°N 해역에서, 2005년 8월에는 서경 

131.5°W 선상 도(0°)부터 북  12°N 해역에서 각각 도별로 수행하 다. 기본 인 물리화학  자

료획득과 해수시료 채취를 해 CTD(Sea-Bird 911 Plus) system을 운 하 고, 용존산소는 CTD 자료
를 보정하기 해 일부 정 에서 Winker-Sodium Azide 방법을 이용하여 장에서 정하 다. 아울
러 장에서의 수온과 염분 값으로부터 계산되는 포화용존산소 농도에서 장에서 측정된 용존산소 

값으로부터 겉보기산소량(AOU)도 계산하 다. 엽록소-a는 phaeo-pigments 값을 보정하기 해 산처
리 후 Turner 10-AU(Turner Designs)로 측정하 으며, 총유기탄소(TOC)는 고온 매산화법을 이용한 

TOC-5000A(Shimadzu)를 이용하여 농도를 구하 고, 양염류는 EVOLUTION II(Alliance)로 질산염
(아질산염 포함), 인산염, 규산염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총유기탄소는 표층에서 높고 수심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분포를, 양염류는 반 로 

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형 인 모습을 보 다. 2003년과 2005년 N/P molar ratio는 약 12로 유사
한 값을 보 으나 일반 으로 알려진 Redfield ratio 보다는 작았다. 수심 200 m까지의 표층(surface 
layer) 수괴 특성은 2003년의 경우 북  9°N에서 발산에 의한 용승 상이, 북  15°N 수심 100 m 
부근에서 반시계 방향의 와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승 상이 나타났다. 2005년은 북  4°N에서 
수렴에 의한 침강 상이 나타났으며, 2003년도에 비해 약하지만 북  8°N에서 용승 상이 있었고, 
북  5°N에서 2003년과 마찬가지로 와류에 의한 용승 상이 보 다. 아울러 도에서는 도잠류의 
향이 있었다. 수층 내 총유기탄소와 양염류의 분포는 물리 인 과정과 생물학  과정 두 요소가 

복합 으로 작용해 분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edfield stoichiometry를 이용한 용존산소 
소비에 한 총유기탄소의 기여도는 도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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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학적 추적자를 이용한 해저 열수분출구
탐사기법 고찰

손승규, 손주원, 김경홍, 이경용, 지상범, 박정기

한국해양연구원 심해연구사업단

해 화산활동과 련된 연구는 1977년 갈라 고스 해역에서 심해잠수정(Alvin)에 의해 열수분출
구가 확인된 이후 동태평양 해령  남·서태평양 해역 그리고 앙 서양 해령 등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열수지역은 해 화산활동에 의하여 마그마가 분출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해수(약 2°C)
와 혼합되고, 침식과 속성작용 등의 결과로부터 구리, , 은, 아연 등이 풍부한 상이 형성되며, 열
수 분출구를 통하여 CO2, H2, 황화수소, 메탄, 헬륨, 망간, 철, REE 등의 성분들이 주변해수로 공 되

어 무산소환경이 형성된다. 따라서 연구분야는 크게 열수분출구 주변의 생태환경특성  열수 분출
구를 통하여 배출된 화학물질의 지화학  연구 분야로 구분된다. 아울러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열수 상은 해 자원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재 진행 인 여러 국가들의 열수분출구  plume에 한 연구의 내용은 ⅰ) 열수 분출 시스템과 

plume의 치  지도를 작성하기 한 방법의 개발, ⅱ) 화산활동과 련된 열수 시스템의 발 과정

의 모니터링, ⅲ) 앙해령을 따라 열수, 마그마, 지구조 간의 상호작용에 한 탐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열수분출구의 지화학  특성

열수지역은 해 화산 활동의 정도에 따라 크게 warm vent와 hot vent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Warm vent의 경우 온도 범 는 5～23 °C, plume의 유속은 0.5～2 cm/sec이며, hot vent는 270～380 
°C의 온도범 와 1～2 m/sec의 유속을 보인다. 한 hot vent는 plume의 온도에 따라 white smoker와 
black smoker(350±2°C)로 나눠진다. Plume의 분출은 분출구 바로  수 에서 수십  사이 동안 빠르

게 혼합되는 기단계(early stage), 분출구 주변의 해수순환체계, 열수의 유속, 열수 내의 속함량의 
정도 등에 따라 지화학  반응이 발생되는 간단계(intermediate stage) 그리고 부유된 plume이 열수
지역에서 주변으로 수평  확산이 발생되는 마지막단계를 갖는다.

지화학  추 자를 이용한 열수분출구 탐사

열수 plume은 해수 에서 분출구의 높이, 분출량의 정도와 분출 속도, ․ 층 해류 그리고 해수

도차 등 복합 인 환경의 향을 받으며, 등 도면(isopycnal surface)을 따라 주변 해수로 확산된
다. 분출구를 통하여 분출되는 성분들  주변 해수와 커다란 농도차이를 보이는 성분들은 수온, 황
화수소, NH4

+, CH4, CO2, Mn 등과 같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것들과 이와는 반 로 감소되는 것(O2, 
NO3

-, pH 등)들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특성은 열수의 plume을 찾는 지화학  추 자

(geochemical tracer)로서 활용되고, 열수의 활동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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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해양과학기술분야 전문학술지의 수준제고 및 국제화 전략
I. Ocean Science Journal 온라인 투고ㆍ심사시스템 개발

한종엽, 권성국

한국해양연구원 학술정보팀

한국해양학회와 한국해양연구원은 국내 해양학계의 발 과 해양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 성과의 국제  

수 제고를 하여 문학술지 문 을 공동발간하기로 하고 2005년 3월에 Ocean Science Journal(OSJ)
을 창간하 다. 재 해양분야의 경우 국내 포함 동북아 지역에 SCI등재지가 없는 상황에서 OSJ를 국제
인 SCI  학술지로 격상시키기 한 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웹기반
의 e-journal 병행발간과 온라인투고ㆍ심사시스템을 설계하여 구 하 다.
온라인투고ㆍ심사시스템은 기존의 오 라인상에서 이루어지던 일련의 논문투고ㆍ심사과정을 인터넷

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공의 제약없이 구나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 기존 오 라인 논문심사과정상에 야기되는 복잡한 원고 리, 심사기간의 지연과 원고분실 등의 문
제 을 해결할 수 있으며, e-journal 자출 의 기반이 자연스럽게 구축되며 연구자간의 효율 인 학술 

커뮤니 이션 도구로 활용된다.
국내에서도 학회정보화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분야를 심으로 많은 학회에서 온라인투

고ㆍ심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거나 는 범용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 하고 있는데 주로 국문  

주이며 문 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5～6종 정도의 SCI  학술지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재 문  범용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에서 OSJ 창간후 1년동안의 비과정을 거쳐 OSJ의 논문투고요령 
 심사규정과 해양학계의 특성을 반 하여 용의 온라인투고ㆍ심사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OSJ 온라인투고ㆍ심사시스템을 설계하기 하여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 는데, 주요한 상 시스템
으로 Elsevier Scientific Publishers의 EES(Elsevier Editorial System)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KISTI-ACOMS(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s)를 선정하여 비교ㆍ분석ㆍ검토하 으며 이의 결

과는 OSJ 시스템 설계의 기본자료로 활용하 다. EES와 KISTI-ACOMS가 이 분야의 표 인 시스템으

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반 인 학문분야와 학술단체의 일반 인 요구를 수용하기 하여 복

잡한 인터페이스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OSJ 시스템은 투고자와 리자(편집 원, 심사자, 편집간사) 
심의 명료하고 필수 인 기능 주로 구성하 다. 시스템의 반 인 설계에는 이용 상, 주요모듈, 언
어, 회비납부여부, 편집 원선정방법, 심사자선정방법, 자동 e-mail 발송 등을 고려하 다. OSJ 시스템의 
주요모듈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회원가입단계에서 개인정보ㆍ소속기 ㆍ연구분야를 입력하고, 논문
투고단계에서 작권동의ㆍ교신 자정보ㆍ논문정보를 입력하고, 심사단계에서 심사자선정ㆍ논문정보확
인ㆍ심사소견서작성ㆍ논문종류지정ㆍ심사논문등록ㆍ심사자공개여부ㆍ최종 정 등으로 구분되며, 리

자단계에서는 회원 리ㆍ편집 원 리ㆍ심사자 리ㆍ연구분야 리ㆍ심사진행상황ㆍ심사확인서생성 등

으로 이루어진다. OSJ 시스템은 해양과학기술  련분야 최 의 문 용 시스템으로 최근 개발됨에 

따라 동시스템의 업 용  향후 이용자 요구사항을 지속 으로 반 하고 해양분야 학술정보유통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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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

해양 ․ 수산연구정보센터의 해양 ․ 수산관련 학술연구
정보화 현황 소개

최성균, 신현출, 이정식, 김종규, 신승식, 서호영

전남대학교 (국가지정)해양 ․ 수산연구정보센터

육상자원의 고갈과 개발의 한계 에 따른 자원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해양을 활용하려는 

욕구가 국가 인 차원의 해양개발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가는 추세에, 해양에 련된 각종 측
자료  연구문헌등을 수집․정리하여 보다 효용성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체계

인 자료 리 체제의 구축이 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한 해양자료  정보에 한 필요성이 

날로 증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각 정부기   연구소, 학 등을 심으로 련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특정 해
역을 심으로 한 산발 인 연구이거나 분산되어 있어서 해역 통합 리를 한 자료 리  정

보제공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특정 분야별로 정보가 각각 생산되어 유통되
고 있으나 연계가 필요한 정보의 통합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공유가 어렵게 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연구기 , 학부설연구소, 학의 해양 련학과 등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연보, 보고서  논문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
의 자료가 아직 산화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 인 자료의 수집․축척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

고, 부분의 자료가 수집 기  는 개인에게 분산되어 있어서 자료의 소재 악  활용이 어

려워, 이  삼 으로 자료 수집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수산분야의 연구
개발 결과물로써 각종 정보자료의 생산이 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못지않게 연구  
문헌 자료를 체계 으로 리하고 산화 하여 련연구자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요

하다.
해양 련 산업기술  신 해양산업창출을 한 기 과학 심의 종합해양연구정보 구축이 실

한 요즈음 각계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연구정보를 통합하여 효율 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이 있다. (국가지정)해양․수산연구정보센터에서는 해양․수산 각 분야에 분산된 연구정보와 기
타 련 정보들을 수집․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외 학, 연구 기   기업체을 연

계하여, 체계 인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정보 취합을 한 원격 동 자료 리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본 해양․수산연구정보센터의 설립 이후, 지 까지 추진되어 온 서비스 시스템에 

련하여 각종 문헌정보, 연구동향, 연구인력, 참고문헌, 문헌GIS, 해양GIS, 해양생물종DB등의 
컨텐츠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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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

분야 및 장소
제1발표장 [다목적홀 3층 M301(3)]

시간

10:00-10:30  특강[수산자원 회복계획 추진방안]

10:30-11:45  자원생태분과

11:45-12:00 포스터발표 [다목적실 3층 복도]

12:00-13:00 중 식

13:00-14:00 자원변동 분과

14:00-14:30 해외자원 분과

14:30-18:30 협의회·바다포럼 공동 심포지엄 [컨벤션홀 1층]

18:30-20:00 만찬회 [컨벤션홀 3층]

5월 15일(월)



10:00-10:30     수산자원 회복계획 추진방안
양동엽(해양수산부)

좌장：홍철훈 교수(부경대)

1. 10:30-10:45 우리나라 연안 중하의 자원생태학적 특성치 및 자원량
추정
최정화, 장대수(국립수산과학원)

2. 10:45-11:00 남해안에 서식하는 낙지(Octopus minor)의 성장과 산란
김성태, 장대수(국립수산과학원)
김주일, 서 일(남해수산연구소)

3. 11:00-11:15 한국 동해안 도루묵의 성숙과 산란
이성일, 황선재, 박종화, 차형기, 권혁찬, 양재형(국립수산과
학원), 최수하(강릉대)

4. 11:15-11:30 한국 연근해 갈치의 성숙과 산란
차형기, 이동우, 이재봉, 김 섭(국립수산과학원)

5. 11:30-11:45 한국산 까나리 3지역개체군의 유전변이
김진구, 박중연, 김 섭(국립수산과학원)

좌장：박종화 팀장(국립수산과학원)

6. 13:00-13:15 장단기 해양변동이 어장에 미치는 향
홍철훈(부경대)

7. 13:15-13:30 극동아시아에 분포하는 살오징어의 어획량 변동
최광호, 박종화, 김 혜(국립수산과학원)
공 (한국수산회)

8. 13:30-13:45 제주도 주변수역의 양단계와 생태계이용에 관한 연구
최 민, 최광호, 최정화, 유준택, 김 섭, 김종빈, 장대수
(국립수산과학원)

9. 13:45-14:00 제주도 연안해역의 방어 어장 형성 특징
장대수, 유준택(국립수산과학원)

좌장：문대연 팀장(국립수산과학원)

10. 14:00-14:15 최근 해외어장 개발 현황
조현수, 김 승, 김두남, 고정락, 오택윤(국립수산과학원)

11. 14:15-14:30 한국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운 현황
김순송, 문대연, 고정락, 황선재, 안두해(국립수산과학원)
최석관(고래연구센터)

1. Behaviour of krill fishing fleets and its response to marine
environmental variability; trends determined from krill fishery
logbook data
Dongwha Sohn and Hyoung-Chul Shin(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2. 한국 동해안 고무꺽정이의 성숙과 산란
양재형, 이성일, 박종화, 황선재(국립수산과학원)

3. 서해산 대구자원의 분포특성
황학진, 임양재, 손명호, 연인자, 최낙중(국립수산과학원)

4. 한국 서해산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의 재생산
연인자, 황학진, 임양재, 손명호, 홍승현, 양윤선(국립수산과학원)

5. 트롤그물의 기본 성능에 관한 고찰
오윤택, 김 승, 최석관, 배재현, 조상만, 박창두, 안희춘, 신종근, 양원석,
문대연(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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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회복계획 추진방안

양 동 엽

해양수산부 자원회복팀

최근 동북아 EEZ체제 개편으로 통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고갈  어획물의 
등 화가 심화되고 있어 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향후 10년 후에는 어획량이 감하여 약 

66만톤 수 에 이를 것으로 망되고 있다. 한, 과거 수산자원 리를 한 각종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

고 어획량은 고 유류비 등 경비는 증가하여 상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어업기반까지 상실할 것으로 

측되었다.
재의 여건 타개를 하여 기존 정책의 문제 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장기 이고 체계 인 실천가능한 

종합 인 자원 리시스템의 수립  추진에 한 요구가 두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수산자
원의 회복을 통한 어업생산성 확 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에 있다. 
자원회복계획은 종합  체계 인 자원 리 실천계획으로서, 해역별 어종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 이

라는 정책 추진을 통해 향후 10년간 자원량 1,000만톤을 달성하고 매년 150만톤 어획량을 유지함을 목표
로 한다(해양수산부, 2005).
이를 하여 자원이 감소한 어종은 자원회복계획을, 감소하지 않은 어종은 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되, 부수어획종 등 기타어종은 기존 리 정책을 개선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한, 기(2010년)와 장
기(2015년)로 나 어 회복목표량과 우선순 를 설정하여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회유성 어종 

 주요 상업어종을 심으로, 지자체는 연안정착성 어종 심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
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자원조사  평가 담인력을 확보하고 수산생물종합정보 D/B 구축을 통한 
어업생산통계를 개선하여 과학  자원조사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 해역별 어종별 민․ ․

산․학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리 원회를 운 하고 어업인의 자율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회복계획을 추진하기 해 우선 필요한 자원 리 수단(종묘방류, 인공어 사업, 시범사업에 해 
투입되는 정책 등)에 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조성, 기술  규제, 어획노력량 규제, 어획량 규제 
 기타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회복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년부터는 해역별 어종별 특성을 반 하여 꽃게(서해 연평, 역 자율 리형), 도루묵(동해, 일반 리

형), 낙지(남해 무안, 소규모 자율 리형), 오분자기(제주 성산, 생태계 복원형) 등 4개 어종에 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회복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계획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한, 규정별로 명확한 법 근거를 마련하여 임입법 체계의 문제 을 해소하고 자원 리 련 분산된 

하 법령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등 제도 으로 뒷받침을 하고자 “(가칭)수산자원 리법(안)”을 마련하
고 있다. 본 발표를 통해 ‘백년 계를 한 자원회복’이라는 비 하에 추진 인 수산자원회복의 세부실천

계획을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해양수산부. 2005. 장기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에 한 연구. 451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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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 중하의 자원생태학적 특성치 및 자원량 추정

최정화, 장대수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팀

서론

본 연구에서 하의 성장과 성숙에 한 기본 생태학 인 자료를 이용하여 하 자원의 평가

를 한 기 자료로서 자원생태학  특성치인 순간 사망계수  생잔율, 순간자연사망계수, 순
간어획사망계수 그리고, 어회개시연령을 추정하 다.

방법 및 결과

순간 사망계수  생잔율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획되는 하의 순간 사망계수는 Jones and van Zalinge (1981)의 방법
으로는 4.55/년으로 추정되었으며, Pauly (1984)의 방법으로는 4.21/년으로 추정되었다. 순간 사

망계수를 이용한 생잔율은 0.011과 0.015로 각각 계산되어 가입된 하 가운데 연간 약 1%정도
가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자연사망계수  순간어획사망계수

하의 순간자연사망계수(M)는 von Betalanffy 성장식의 최 체장 34mm, 성장계수 (K) 0.96 
 평균수온 16.02°C를 용하여 추정하 다. 한, 최고연령은 2.25세로 년 1회 산란과 수명동
안 2회 산란 후 사망으로 가정하여 추정하 다. 추정된 순간자연사망계수는 2.26 (Alverson and 
Carney, 1975), 2.05 (Alagaraja, 1984), 1.30 (Pauly, 1983)로 각각 나타났다.
어획개시연령

Cha et al (2004)의 연안안강망에 어획된 체장조성자료를 사용하여 하자원의 어획개시연령
(tc), 즉 50% 어구가입시 사용된 성장계수 K는 Cha et al (2004)의 추정치이다. 체장조성자료는 
이 성장계수에 의하여 연령조성으로 변환되었다. 여기서 연령에 계없이 일정한 사망계수를 가
진다는 가정 하에서 가입, 혹은 어구선택이 되지 않을 상태를 상할 기 어획개체수와 실제어

획개체수와의 비를 사용하여 50% 어구가입연령을 추정하 다. 계산된 50% 어구가입연령은 
0.71세이었다.
자원량

순간성장률을 통한 추정자원량은 1993년 만 2천여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계속
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5백여톤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획량에 한 높은 추정자원량은 
하의 낮은 생잔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참고문헌

Alagaraja, K. 1984. Simple methods for estimation of parameters for assessing exploited fish stocks. 
Indian J. Fish., 31: 1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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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에 서식하는 낙지(Octopus minor)의 성장과 산란

김성태, 김주일*, 장대수, 서영일*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팀, *남해수산연구소

서론

낙지는 최근 고  기호식품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매우 요한 수산자원이며, 국내에
서 약 6,000톤 정도가 어획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 생물학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해안에 서식하는 낙지의 합리  자원 리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월별 성
장, 성비, 산란기, 산란수 등 자원생물학  특성치를 추정 하 다.

재료 및 방법

표본은 남 고흥연안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매월 1회 소형 기선 인망어구

( 비 4m, cod end: PE 36합사)로 채집하 다. 낙지의 자원 생물학  특성을 악하기 해, 외
투장(Mantle Length), 장(Total Length)은 0.1mm까지, (Total Weight)은 0.1g 단 까지 측

정하 다. 

결과 및 요약

낙지 외투장에 한 체 의 상 성장은 암컷 BW=53.709ML-164.41(R2= 0.5732), 수컷은 
BW=49.382ML-110.3(R2=0.4144)로 나타났으며, 성비 (암컷/ 체)는 암컷이 0.54로 약간 많았으
며, 1～2월 0.50에서 약간 증가하여, 4월에 0.68로 가장 높았고, 5월 약간 감소하 다.
생식소 숙도지수(GW/BW×100)는 암컷의 경우, 1월 1.6에서 차 증가하여 4월에 4.1까지 증
가하 으며, 이후 격히 감소하 으며, 월별 생식소숙도는 1월 66.7%에서 2～3월 100%로 증가
하 으며, 5월에 62.5%로 감소하 다. 따라서 산란기는 4월을 심으로 주 산란기인 것으로 추
정되었다.

참고문헌

Roper et al, 1984. 세계 두족류의 생물학  연구. FAO 어업분과.
Sasaki, 1929. 일본근해 두족류의 분류학  연구. 일본 북해도 학 농학부.
Takashi, 1984. 서성 팔완형류의 분류와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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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해안 도루묵의 성숙과 산란

이성일, 황선재, 박종화, 차형기, 권혁찬, 양재형, 최수하*

국립수산과학원, *강릉대학교

서론

본 연구는 한국 동해안에 분포하는 도루묵의 성숙과 산란에 한 생태학  연구로, 월별 성숙
도, 생식소 숙도지수, 난경, 포란수  군성숙도 등을 악하여, 자원의 합리  이용  리에 

필요한 자원생물학  특성치를 추정하 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동해안에서 인망어업에 의해 어
획되어 묵호항에 양육된 것을 매월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시료는 실험실에서 각 개체의 성별을 
구분하여 체 은 0.1g까지, 생식소 량은 0.01g까지 측정하 다. 생식소 숙도는 어체측정시 육
안 찰하 으며, 미숙(immature), 숙(maturing), 완숙(mature), 그리고 방후(spent)의 4단계로 
구분하 다. 생식소 숙도지수는 생식소 량/체 ×103

에 의해 구하 고, 난경크기는 난의 장경을 
매월 1개체당 50개씩 측정하 다. 포란수는 완숙단계의 개체  산란하지 않았다고 단되는 개
체를 상으로 량법에 의해 구하 으며, 생물학  체소체장은 logistic식을 사용하여 50% 군성
숙체장을 추정하 다.

결과 및 요약

난소의 월별 성숙상태와 생식소 숙도지수의 월 변화로부터 도루묵의 산란기는 9～12월, 주 산
란기는 9～11월로 추정되었다.
완숙단계에서의 난경 범 는 2,200㎛～2,900㎛로 난소가 성숙함에 따라 차 커졌으며, 그 분
포는 단일 모드를 형상하고 있었다.
포란수는 최소 383립에서 최  3,307립까지 계측되어, 체장(FL)과 포란수(F)간의 계는 F = 

0.219FL2.9225 (r2=0.7671)으로 체장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재생산에 참여하는 체장(FL)을 알아보기 해 암컷의 50% 군성숙체장을 추정한 결과, 약 

16.1cm로 추정되었으며, 18cm 이상에서는 부분의 개체가 산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Choi, S. H., Y. Y. Chun, S. J. Son and H. K. Suh. 1983. Age, Growth and Maturity of sandfish, 
Arctoscopus japonicus (Steindachner) in the eastern Sea of Korea. Bull. Fish. Res. Dev. Agency, 
Busan. 31:7～19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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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근해 갈치의 성숙과 산란

차형기, 이동우, 이재봉, 김영섭

국립수산과학원

서론

한국 연근해에 분포하는 갈치의 재생산에 련된 생식생태를 밝히고자 2000년부터 2002년까
지 조사된 결과로 월별 성숙비율, 생식소숙도지수, 포란수 등을 악하여 자원의 합리  이용  

리에 필요한 자원생물학  특성치를 추정 하 다.

재료 및 방법

표본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제주도 인근 해역의 형 끌이기선 인망

어업에 어획되어 부산공동어시장에 양육된 갈치를 , , 소, 세로 구분하여 1상자씩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구입된 시료는 장, 항문장, 체 과 생식소 량을 측정하 다. 생식소숙도는 
육안 찰로서 미숙, 숙, 완숙, 방후의 4단계로 구분 하 다. 생식소숙도지수는 생식소 량/체
×1,000에 의하여 계산 하 으며, 포란수는 완숙단계의 개체  습 량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군성숙도는 산란기간  성숙개체의 비율로서, 50% 성숙체장은 logistic 식에 의해 구하 다.

결과 및 요약

월별 난소와 정소의 성숙상태와 월별 생식소 숙도지수의 변화로부터 추정한 갈치의 주 산란기

는 4～10월간으로, 산란성기는 5～9월간으로 추정되었다.
포란수는 최다 267,002개, 최소 31,145개로 계측되었다. 포란수 (F)와 항문장 (AL)과의 계는 

F = 2.9687AL2.9604 (r2=0.8537)로 나타났고, 포란수 (F)와 체  (TW)과의 계는 F = 
345.1TW0.8761 (r2=0.8681)으로 나타났다.
완숙 단계에서의 난경 범 는 1.3～1.8 cm (모드 1.55 cm)로 난소가 성숙함에 따라 난경이 
차 커졌으며, 분포는 1개의 모드를 심으로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암컷의 50% 성숙체장은 2000년에는 항문장 25.2 cm, 2001년에는 27.2 cm, 2002년에는 25.6 cm
로 추정되었으며, 이때의 연령은 2000년, 2002년에는 2.5세, 2002년에는 2.7세로 추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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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까나리 3지역개체군의 유전변이

김진구, 박중연*, 김영섭**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팀,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단,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서론

까나리(Ammodytes personatus)는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는 냉수성, 연안성의 요한 식용자
원이다(Chun, 1974; Okamoto et al., 1988). 일본산 까나리는 뒷지느러미와 척추골수에서 북방종
과 남방종으로 구분되며(Kitaguchi, 1979), 단백질 기 동결과 남방종은 까나리, 북방종은 A. 
hexapterus 는 별종으로 제안되었다(Okamoto, 1989). 한국산 까나리는 크기와 척추골수에서 
동해산(20cm, 60-68)이 서해산(6-7cm, 58-64)  남해산(8-9cm, 56-64)보다 크고 많다(Chun, 
1974, 1979).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개체군간의 유연 계나 집단 구조 등에 한 

연구가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산 까나리의 유  다양성  유

연 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하여 미토콘드리아DNA(mtDNA)의 CR과 16S rRNA 두 역의 염
기서열을 비교, 분석하 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과 같이 국립수산과학원(NFRDI) 표본번호를 부여하 다. 
NFRDI20050427-1∼30, 황해 태안반도, ’05. 3. 20. 황학진; NFRDI20050524-1∼30, 동해 주문
진, ’05. 4. 7. 이성일; NFRDI20050601-1∼30, 남해 상주, ’05. 5. 7. 김태익. 분석에는 mtDNA의 
CR(750bp)  16S rRNA(587bp)의 일부 역이 이용되었다.

결과 및 요약

CR에 의한 고정지수(fixation index, FST)는 동-서(0.6943, P<0.001), 동-남(0.695, P<0.01), 서-
남(0.0129, P=0.11) 고, 16S rRNA에 의한 FST는 동-서(0.720, P<0.01), 동-남(0.734, P<0.01), 
서-남(0.001, P=0.40)로 두 역 모두 동해집단이 서해  남해집단과 유 으로 뚜렷이 구분되

는 반면 서해  남해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참고문헌

Okamoto H. 1989. A genetic comparison of sympatric populations of sand lance (Genus Ammodytes) 
from the region east of Cape Soya, Japan. Can. J. Fish. Aquat. Sci., 46: 194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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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해양변동이 어장에 미치는 영향

홍 철 훈

부경대학교 해양생산관리학과

서론

도태평양에서 오늘날 리 알려진 엘니뇨․라니냐 상(보통 이 두 상을 El Nino 
Southern Oscillation으로 부르며, 여서 ENSO 상이라 함)은  지구 인 기후상호변동에 의

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규모 해양환경의 변동 상은 원격상호연계  기후특성(teleconnection 
climate feature)이 있어 해양․ 기 상호작용과 련된 해양의 냉․온수화 상과 직간 으로 연

계되어 있고(Kiladis and Diaz, 1989; Ropelewski and Halpert, 1996), 도역 만이 아니라 

도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asmusson and Carpenter, 1983; Kiladis and 
Shinha, 1991; ). 
최근 한반도 주변의 해양환경변동에도 ENSO 상이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 Hong et al. (2001)은 동해의 SST의 장기 변동이, Chiba et al.(2003)는 동해에서 동물 랑

크톤의 년변동이, Yamada et al.(2004)는 동해에서 블루 (blooming) 시기에 ENSO 상이 

계되고 있음을 보여 다. 

Fig. 1. Time variation of ENSO events since 1950s (reproduced from NOAA, 2005). Positive 
and negative anomalies represent El Nino and La Nina events, respectively. Multivariate 
ENSO Index (MEI) is used by ENSO Index (Wolter and Timli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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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아시아에 분포하는 살오징어의 어획량 변동

최광호, 박종화, 김영혜, 공 영*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회

서론

극동아시아의 살오징어는 필리핀에서 오호츠크해의 넓은 해역에 걸쳐 분포한다. 수명은 1년생
이나, 여름, 가을 ,겨울 3개의 발생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Dor 1992, Sakurai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산란군별 혹은 지역별 살오징어의 어획량 변동이 어장환경의 변동과 어떠
한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극동아시아에 분포하는 살오징어의 변동은 1952~2003년 52년간 한국과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 
자료를 한국의 동해와 일본의 태평양측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수온의 장기 변동은 국립수산과
학원의 정선 측자료를 사용하 다. 1961년부터 2003년 43년간의 월 평균 수온을 50m, 100m 
수층에 해 분석하 다.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살오징어의 평균 동장조성은 국립수산과학원
의 생물통계자료  오징어채낚기어업과 형선망어업의 자료를 사용하 다. 

결과 및 요약

한국과 일본에서 어획된 살오징어의 어획량  한국의 동해에서 어획된 어획량과 일본의 태평

양측에서 어획된 어획량을 1952~2003년 52년간 장기변동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같은 변동 양상을 
나타내었다. 양쪽은 1970년  에 감소하기 시작하 고, 1980년 에는 가장 낮은 수 을 나타

내었다가 1990년에 들면서 같이 증가하 다. 이러한 풍도, 분포, 회유, 자원구조의 변화를 해류, 
수온, 먹이 생물 등 기후변화와 련한 제반 사항들에 기 하여 설명하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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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변수역의 영양단계와 생태계이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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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생태계 각 양단계의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양단계별 구조 인 변화  종다양성

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생산에 한 어획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양단계 균형지수, 생태계
이용지수, 종다양도 등 생태계구조를 나타내는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Bundy et al., 2004). 
제주주변수역은 마난류수계와 황해 층냉수계의 향이 직 으로 미치며 이로 인 한 생물

분포상  생태계 양단계의 변화와 한 련이 있다. 
본 연구는 제주주변수역의 해양특성과 양단계, 종다양성 등의 생태계특성을 구명하 고 
양단계별 생체량, 생산량  어획실태로서 양단계의 안정도, 생태계 균형 도 등 생태계 이용
황을 악하여 생태계기반에 의한 자원 리방안의 기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본 조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트롤어획조사  해양환경조사를 통하여 제주주변해역의 

주요 어종별 자원분포, 종다양성  양단계 등 생태계 구조를 악하고 해양환경특성과 계
인 자원분포특성간의 계를 분석하 다. 
양단계 악을 해 트롤어획종 총 5,161미에 한 내용물을 조사하 고 포식자의 내용

물은 상 주요지수(IRI)로서 표시하 다. 양단계별 자원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균형지수

(TBI), 이용지수(EI), 교란지수(DI)와 종다양성을 해서는 다양도, 풍도지수를 이용하 다. 

결과 및 요약

제주주변수역은 제주북서부와 남동부로 수온과 염분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역에 따른 어
종의 분포, 서식종의 차이와 종다양성, 양단계  계 인 자원분포 도의 변 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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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해역의 방어 어장 형성 특징

장대수, 유준택1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팀, 1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서론

방어, Seriola quinqueradiata는 우리나라의 남해  동해해역에서 형선망, 자망, 정치망, 채
낚기어업 등으로 연간 약 5,000M/T 정도 어획된다. 제주도에서는 마라도(모슬포), 추자도, 김녕
(북제주군) 등의 연안해역에서 채낚기와 정치망(각망) 등으로 우리나라 총 어획량의 약 1/10 정
도가 어획되고 있으나, 지속  이용과 합리  자원 리를 한 연구가 거의 없다(한․이, 1974). 
이 연구는 제주도 연안에서의 방어 어획동향과 어장형성 특징 등에 한 연구결과를 밝힘으로서 

후 동 종에 한 여러 연구의 석이 되기를 기 한다.

결과 및 요약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방어가 온 고염화되는 추계-동계의 해양환경 조건과 해 지형 그리고, 
조 기 보다는 조류의 세기가 강해지는 사리기에 높은 어획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다양한 

요인들이 방어 어장형성에 매우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북제주 연안해역
의 방어어장 형성은 주 먹이생물로 추정되는 갱이 분포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

고, 방어 미끼로 이용되는 갱이의 생태  연구  분포 등의 연구도 매우 요하다. 북제주 해
역에 분포하는 갱이의 체장(FL) 분포 변화를 보면 2004년 10월 11～12cm 이 2005년 1월 1
4～15cm, 2월 15～16cm로 성장하면서 방어 먹이생물로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 
갱이는 2세 미만의 성숙체장 이하 개체들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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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어장 개발 현황

조현수, 김영승, 김두남, 고정락, 오택윤*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자원팀, *남해수산연구소

서론

1957년 인도양에서 원양 다랑어 연승어선 지남호를 이용한 어획시험조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획기 으로 발 하여 원양어업 선진국으로 발 하게 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외
어장 개발을 한 자원조사는 1957년부터 재까지 태평양을 비롯한 5 양에서 총 53회를 실시
하 다. 해외어장 개발을 한 자원조사는 어업 상 자원의 분포 특성과 군집생태 조사를 실시

하여 개발 가능성 있는 어업 자원의 변동  생물특성을 구명함으로서 원양어업의 어장 확   

효율 인 어장 이용에 기여하기 함이다.

재료 및 방법

2001∼2005년 시험조사선 탐구1호  용선어선을 이용하여 인도양  태평양에서 실시한 총 
6건의 해외어장 개발 자원조사 황  결과에 하여 종합 으로 분석하 다.

결과 및 요약

2002년 실시한 북태평양 서부공해 꽁치어장 개발 결과, 매년 1개월 연장 조업을 가능하게 하
여 2003년 이후 60여척이 조업하여 총 150억원의 어획고를 달성하 으며, 2003년에 개발한 북
태평양 동부공해 꽁치어장은 일본  러시아 수역의 어장 상실시 체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한, 2003년 남태평양 동부 공해 갱이 어장 개발 결과, 2004년 이후 5척이 조업하여 
70억원의 어획고를 달성하 다. 그리고 2005년 북태평양 부 돔어장 개발 결과, 2005년에 1척
이 조업하여 약 10억원의 어획고를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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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김순송, 문대연, 고정락, 최석관*, 황선재, 안두해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자원팀, *고래연구센터

서론

세계 각 국제수산기구에서는 정확한 수산자원 평가를 해 옵서버가 직  승선하여 조사한 어

획자료의 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국제수산기구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책

임 조업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하여 2002년부터 국제어업을 한 옵서버 로그램 운  사

업을 시작하 다. 재까지 옵서버 요원 14명을 양성하 고, 어업별 옵서버 교육 교재 2건을 개
발하 으며, 한국측 해외어장에서 옵서버 승선 과학조사 총 18회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하여 원
양 조업국으로서 국제  상을 제고하고, 국제어업의 신빙성 있는 어획자료를 축 함으로서 원

양어업의 효율 인 어장 확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2년 이후의 국제옵서버 양성, 로그램 개발 황  옵서버 승선 조사 15건의 결과에 
하여 종합 으로 분석하 다.

결과 및 요약

국제옵서버로 양성된 14명의 승선조사 실 을 보면, 2003년에는 태평양의 꽁치어장 시험조사
선 1척, 칠 의 갱이 어장 시험조사선 1척, 남빙양 타고니아 연승어선 2척에 참가시켰고, 
2004년에는 다랑어 연승어선 2척  다랑어 선망 1척에 각각 승선하여 옵서버 조사자료가 수집
되었다. 최근, 2005년에는 다랑어 연승어선 4척, 다랑어 선망어선 3척, 오징어 끌이어선 2척, 
오징어 채낚기어선 1척  남빙양 타고니아 연승어선 1척으로 총 11척분의 자료가 축 되었

다. 재 상업어선에 한 옵서버의 승선조사 표본율 (표본척수/출어척수)은 아직 5% 이내로 낮
은 상태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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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ur of krill fishing fleets and its response to 
marine environmental variability; trends determined 

from krill fishery logbook data

Dongwha Sohn and Hyoung-Chul Shin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Introduction

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 fishery has been in operation for over 3 decades and its 
management by an international treaty, CCAMLR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 requires an ecosystem-based approach. Krill fishery data submitted to 
CCAMLR could be a source of valuable information, particularly from areas and the time of year 
that usual scientific surveys do not cover. We analyzed the fishery data of major krill fishing nations 
to examine the behaviour of krill vessels and its response to krill abundance and marine environmental 
variability.

Materials and Methods

Krill fishery data for the recent 5 seasons obtained from CCAMLR were used. Fishing positions 
were determined and their distance from the coastline and the shelf break (500 m isobath) were 
computed. Bathymetric data were extracted from GEBCO. We also calculated catch per unit effort 
(CPUE : catch per fishing hour and catch per day) by fishing nation, area and season. 

Result and Conclusion

Krill fishery is conducted in three major grounds, namely South Shetland Island, South Orkney 
Islands and South Georgia Island areas. Fishing efforts migrate northward as winter approaches. There 
appeared to be preferred fishing locations by krill vessels and these tended to scatter around 500 m 
isobath. CPUE greatly varied between fishing nations and also between years and by areas. CPUE 
is not likely to be a direct measure the krill availability. Heavy sea ice seems to directly impact the 
timing and location of krill fishing ground formation. But sea ice condition might cause more inherent 
changes in the ecosystem and krill population and then krill fishery could respond to this.

References
Kawaguchi, S. and Segawa, K. 2001. Analysis of krill trawling positions north of the south Shetland 

islands (Antarctic peninsula area), 1980/81-1999/2000. CCAMLR Science, 8: 25-36.
Kawaguchi, S., Candy, S. Nicol, S., Taki, K. and Naganobu, M. 2005. Analysis of trends in Japanese 

krill fishery CPUE data, and its possible use as a krill abundance index. CCAMLR Science, 1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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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해안 고무꺽정이의 성숙과 산란

양재형, 이성일, 박종화, 황선재

국립수산과학원

서론

본 연구는 한국 동해안에 분포하는 고무꺽정이의 성숙과 산란에 한 자원생태학 인 지견을 

얻기 한 기  연구로서 이들의 재생산력  주기를 알아보기 해 생식소 발달과정, 생식소 숙
도지수, 난경조성, 포란수  군성숙도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고무꺽정이 시료는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트롤에 의해 어획된 것으로 묵
호항에 양육된 것을 매월 구입하 다. 구입된 시료는 암수 구별하여 장(TL)은 0.1cm까지, 체

(BW)은 0.1g까지, 생식소 량은 0.01g까지 측정하 다. 생식소 숙도는 육안 찰을 통해 미숙, 
숙, 완숙, 방후의 4단계로 구분하 고, 생식소 숙도지수는 생식소 량/체 ×1,000에 의하여 계
산하 다. 포란수는 완숙단계의 개체  습 량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 군성숙도는 산란기간 
 성숙개체의 비율로서 logistic식을 사용하여 50% 군성숙체장을 구하 다.

결과 및 요약

고무꺽정이 암컷의 월별 성숙단계, 생식소 숙도지수, 조직학  찰  난경 변화로부터 산란

기는 9～12월, 산란성기는 9～10월로 추정되었다.
포란수(F)는 최소 6,210립에서 최  15,898립으로 계측되었으며, 장(TL)과 포란수(F)간의 

계식은 F= 25.475TL
1.8179

(R
2
= 0.7612) 로 어체가 커질수록 포란수도 증가하 다. 군성숙체

장은 암컷이 장 23.4cm, 수컷은 장 25.1cm로 나타나 암․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성
비(♀:♂)는 39 : 61로 수컷이 암컷보다 우세하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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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산 대구자원의 분포특성

황학진, 임양재, 손명호, 연인자, 최낙중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서론

구는 북태평양의 아한 에서 극해에 이르는 범 한 해역에 분포하는 냉수성어종으로서 우

리나라에서는 동해  진해만인근, 서해 냉수역을 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구에 한 연구로는 동해 구의 성숙과 산란(Lee et al., 2005), 서해산 구의 체장체 계( 
Chung and Kim, 1971), 진해만  서해산 구의 계군(Park, 1965)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높
은 어획수 을 보이는 서해 구의 분포특성에 한 것이다. 

재료 및 방법

2002~2005년 서해 배타 경제수역을 상으로 시험선(탐구8호;285톤, 탐구2호;90톤)의 층트
롤어획시험을 통하여 어획된 구 1,611마리에 한 어체조사, 체장조성 조사결과  소해면
(㎢)당 어획량(㎏)으로 계산된 구의 각 정 별 분포 도를 분석하여 본 종의 분포역  분포특

성을 분석하 다.

결과 및 요약

구의 4년간(2002~2005)의 평균 자원 도  개체 도를 보면 태안반도 외측해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계 별로 보면, 동계에는 남쪽의 경우 난류의 유입에 따라 형성되는 선역에 의해 분
포역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쪽으로는 어청도까지 분포하 다. 하계에는 층수온 
10°C 이하의 황해 층냉수 를 심으로 분포하 다. 계 별 분포 도의 경우 추계(11~12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계(2~3월)가 비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해 구는 황해 층냉수

를 심으로 동계에는 연안쪽으로 확장하고 추계에는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Chung, T.Y and Y.U. Kim. 1971. Length-weight relationship of Gadus macrocephalus Tilesius of the 
Yellow Sea. Bull. Kor. Fish. Soc. 4:103-104 

Lee, C.S., Y.H. Hur, J.Y. Lee, W.K. Kim, S.H. Hong, S.J. Hwang and S.H. Choi. 2005. Matur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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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해산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의 재생산

연인자, 황학진, 임양재, 손명호, 홍승현, 양윤선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서론

한국근해 꽃게 어획량은 ‘88년 32천톤에서 2005년 4천톤으로 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
어(국립수산과학원, 2004), 자원의 과학 인 평가  리방안이 실히 요구된다. 어업자원의 
평가와 리의 첫 단계는 상자원의 가입기구에 한 이해일 것이다. 꽃게의 재생산에 한 연
구는 연(1997, 1999)의 동 국해산에 한 것이 유일하며, 연근해 꽃게는 동 국해산과 황해 부

산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연 등, 1992) 서해산 꽃게의 생물학  특성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해 특정해역 꽃게를 심으로 재생산 특성에 한 연구결과를 밝  꽃

게자원 가입기구 이해의 기 를 마련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1995년 3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약 3년간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특정해역에서 어
획된 꽃게(매월 암수 분리) 60미 이상에 해 정 측정한 data를 기반으로 숙도지수 (GW/CW3*103) 
 정낭 교미상태의 월변화에 의한 산란  교미기 추정, 성숙단계별 교미상태, 50% 성숙  
교미 체장 등을 추정하 다.

결과 및 요약

한국 서해산 꽃게의 산란기는 4~10월(주 산란기 6~7월), 교미기는 7~11월(주 교미기(7~10월)
이며, 암컷의 경우 만1년 이상의 것은 산란 직후(7~8월)에, 당년산은 성숙탈피 직후(9~10월)에 
집 으로 교미가 이루어지며, 주로 회복  미숙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된다. 50% 
산란  교미 체장은 암컷의 경우 각 10.8 cm, 10.3 cm이며, 수컷의 경우 12.2 cm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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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자, 박차수, 홍성윤. 1992. 한국 서해  동 국해에 분포하는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Miers) 
個體群의 比  形態學的  共棲 따개비 硏究. 국립수산진흥원 연구보고, 46, 53-68p.

연인자. 1997. 한국서해  동 국해의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Miers)의 자원생물학  연구. 부경
학교 해양생물학과 박사논문, 139 pp.

연인자. 1999. 동 국해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Miers)의 재생산. 국립수산진흥원 연구보고 56, 
1~1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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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그물의 기본 성능에 관한 고찰

오택윤, 김영승, 최석관, 배재현, 조삼광, 박창두,
안희춘, 신종근, 양원석, 문대연

국립수산과학원

서론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1994년 유엔해양법의 발효에 따른 어려운 실을 타개하기 하여 신
어장 개척과 미이용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하기 하여 미 이용 어장에 알맞은 트롤그물을 개발하

고자 새로운 어장인 북서태평양 해산어장에서 조업  트롤감시 시스템으로 얻어진 자료와 컴퓨

터 시뮬 이션를 통해 구한 값 그리고 모형 트롤그물의 수조 실험의 결과 값을 서로 비교 분석

하여 트롤그물을 설계 제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서는 탐구1호(G.T. 2,550ton, 7,500ps)에서 사용한 6매식 트롤그물의 장 결과값과 
본 트롤그물을 Tauti의 어구상사법칙에 따라 1/30로 제작한 모형그물의 수조 실험 결과 값 그리
고 랑스 Ifremer 연구소가 개발한 Software인 Dynami T V2.1에 본 트롤그물 제원 입력하여 
시뮬 이션한 결과 값을 비교분석하 다.

결과 및 요약

평균 망속도에서 Koyama 항식에 따른 트롤그물의 유체 항은 시뮬 이션의 2.1배, 모형
실험의 2.4배 높게 나타났고, 트롤그물 입구 망폭은 시뮬 이션 보다는 2.5% 작았고 모형실험보
다 8.2% 크게 나타났고, 트롤그물 어획시험의 망구면 은 외력의 순방향인 A 그룹은 모형실험
이나 시뮬 이션의 결과 보다 338.1∼504.6% 넓게 나타났고, 외력의 역방향인 B그룹도 모형실
험이나 시뮬 이션 결과 보다 525.2∼745.3%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Kim, J. M. and Kim, J. K. 2000. Model Test on the Open Efficiency of the Midwater Pair Trawl Net. 
Bull. Kor. Soc. Fish. Tech., 36(2), 73～84.

Yae, Y.H. and B.G. Lee, 1993. A model experiment on the basic efficiency of midwater rope trawl net. 
Bull. Kor.Soc. Fish. Tech. 29(3),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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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

5월 15일(월)

5월 16일(화)

발표장 유체 1 유체 2 설계/기타 구조 1 구조 2 생산/기획/유체 해양/특수선종 기획 1/생산 기획 2

시간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8발표장) (제9발표장)
[M202(1)] [M202(2)] [M202(3)] [M202(4)] [M202(5)] [M201(3)] [C206] [C207] [C208]

F2-1 F3, F9 D1, D2 S1-1 S8, S10 P3 O1
12:30-14:10

(김우전) (유성선) (신현수) (임채환) (정정훈) (이주성) (구자삼)

14:10-14:30 휴 식

14:30-18:30 협의회·바다포럼 공동 심포지엄 [컨벤션홀 1층]

18:30-20:00 만찬회 [컨벤션홀 3층]

기획: 

중소조선소를

위한 산학연

활동

(이춘주)

기획: 

선박의
동적 안정성

기술
(홍사 )

※ C : 컨벤션홀,   M : 다목적홀

※ C : 컨벤션홀,   M : 다목적홀

F4, F5, F6, D3, D4, D6,
09:00-10:40

F2-2
F11 D8, P5

S4-1 S6 O2, O3
(김형태)

(강대선) (김종현)
(김 복) (이재환) (김도 )

10:40-11:00 휴 식

E2, E4, E7, 
11:00-12:40

F5, F10 F12-1
P4

S4-2 S3, S5, S7 P7 V2
(최 달) (박재상)

(김용환)
(김명현) (조선호) (김상근) (김두기)

12:40-13:30 중 식

P1, P2, P4, 
13:30-15:30

F1 F12-2 E6 S1-2 S9 F2-3 V1, V3
P5(김문찬) (유재문) (공도식) (이제명) (조대승) (전호환) (이 길)

(이장현)

기획: 함정의
생존성

(정정훈)

기획: 해양
레저 선박의

....(1부)
(반석호)

기획: 조선전
문 인력의....

(김 훈)

기획: 어선
설계기술
(김주남)

기획: 해양
레저 선박의

....(2부)
(반석호)

기획: 한국형
고속 경비정

개발
(김광준)

* (     )  좌장 및 운 자

발표장 유체 1 유체 2 설계/기타 구조 1 구조 2 생산/기획/유체 해양/특수선종 기획 1/생산 기획 2

시간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8발표장) (제9발표장)

[C101] [C102] [C103] [C106] [C107] [C108] [C206] [C207] [C208]



세션명 : 중소 조선소를 위한 산학연 활동
(제8발표장[C207], 12:30-14:10)

운 자：이춘주(한국해양연구원)

중소형 선박의 산업기술동향 분석
신종계(서울대)

중소형 선박의 선형설계 기술 분석
이춘주(한국해양연구원)

중소형 선박의 추진기 기술 분석 연구
문일성(한국해양연구원)

중소형 선박의 진동해석
지용진, 곽정석(㈜수퍼센츄리), 이현엽(충남대)

중소형 선박의 국부진동 계측 및 평가
곽정석, 지용진(㈜수퍼센츄리), 이현엽(충남대)

세션명 : 선박의 동적 안정성 기술
(제9발표장[C208], 12:30-14:10)

운 자：홍사 (한국해양연구원)

선박운동과 내부 유동의 연성운동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조석규, 홍사 , 김 진, 박일룡(한국해양연구원)

기상기준 평가를 위한 표류 및 파랑중 운동 모형시험
윤현규, 김선 , 김진하, 김 식, 홍사 (한국해양연구원)

파향을 고려한 손상선박의 파랑하중 고찰
김병완, 홍도천, 홍사 (한국해양연구원)

선미파, 선미사파를 받는 선박의 과도 운동측정에 향을 미치는 인자
의 민감도 해석

권창섭, 여동진, 이기표(서울대)

규칙파와 불규칙파에서 파라메트릭 황동요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동연, 최용호(삼성중공업㈜)

기획세션 : 5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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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유체 구조진동 해양 생산 특수선종 기타

설계 모형 선박 구조강도 해양구조물 생산 중소형 선급
시스템연구 실험 운동 해석 해석 공정 선박 분야

(D-1) (F-1) (F-11) (S-1) (O-1) (P-1) (V-1) (E-1)

기본/
CFD

선박조종/ 비선형 해양 생산정보
수중함 조선IT

종합설계
(F-2)

제어 구조해석 구조물설계 시스템
(V-2) (E-2)

(D-2) (F-12) (S-2) (O-2) (P-2)

선체 선박유체 충돌 해양파 및 생산기술/ 특수 선박
구조설계 이론/해석 좌초해석 하중 생산공학 선박 안전
(D-3) (F-3) (S-3) (O-3) (P-3) (V-3) (E-3)

기장/ 수치 피로파괴 해양장비/ 생산계획/ 수리선 선박해양
배관설계 유체모델 해석 해양탐사선 생산관리 연구 문화 및

(D-4) (F-4) (S-4) (O-4) (P-4) (V-4) 정책(E-4)

선실 선박 구조민감도/ 환경 디지털 조선해양
설계 유체설계 최적설계 유체 조선소 공학교육
(D-5) (F-5) (S-5) (O-5) (P-5) (E-5)

기자재/ 구조 생산 모델링
의장 유탄성 개선 자동화 및 시뮬
설계 (F-6) 연구 및 로봇 레이션
(D-6) (S-6) (P-6) (E-6)

전장/ 점성 구조진동 용접 및
무장설계 유동 진단시스템 도장

물류

(D-7) (F-7) (S-7) (P-7)
(E-7)

조선 이상 충격
CAD/CAM 유동 해석

(D-8) (F-8) (S-8)

설계정보 선박 진동
시스템 저항 해석/저감
(D-9) (F-9) (S-9)

추진기
소음해석/

(F-10)
저감

(S-10)

* (   )는 Code 번호



세션명 : 어선 설계기술
(제6발표장[C108], 09:00-10:40)

운 자：김주남(선박검사기술협회)

G/T 89톤급 어선의 단면형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귀주, 김경화(조선대)

중형어업지도선의 선형개선에 관한 연구
이귀주, 안정선(조선대), 신 균(STX조선㈜)

일본의 어업허가규모와 어선선형개발 추진방향에 대한 고찰
이귀주, 좌순원(조선대), 김주남(선박검사기술협회)

25m급 알제리 트롤어선개발
김주남(선박검사기술협회), 정우철(인하공업전문대학)
김도정, 박제웅, 이일수(조선대)

Reduction of Hazards for Fishing Trawlers at Sea
이귀주, Bibhupriya Acharya(조선대)

세션명 : 조선전문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칭 문제해결 방안
모색
(제8발표장[C207], 09:00-10:40)

운 자：김 훈(목포대)

조선업계에서 보는 전문인력 수요분야의 Trend
빈일건(STX조선㈜)

수요자 중심의 조선해양공학/교육의 방향
서정천(서울대)

조선전문 경 인력 육성을 위한 제안: 조선 MBA과정 개설
김유일(부산대)

산업·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발전방안 연구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조선전문 기능인력 수급안정화를 위한 대책 제안(초안)
유병세(한국조선공업협회)

세션명 : 함정의 생존성
(제8발표장[C207], 11:00-12:40)

운 자：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공학적 접근의 필요성
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함정 피격성 평가에 대한 기초연구
박준길, 임길혁(해군전투발전단), 최완수(방위사업청), 이현엽(충남대)

함정 취약성 평가에 대한 기초연구
임길혁(해군전투발전단), 최완수(방위사업청), 이현엽(충남대)

함정 회복성에 대한 기초연구
유재문, 이현엽(충남대), 안자일(㈜수퍼센츄리)

함정 통합 생존성 향상기술 개발을 위한 대한조선학회 함정기술연구
회의 역할 및 추진계획

이현엽, 이창섭(충남대)

세션명 : 해양레저선박의 기술 동향 및 전망(1부)

(제9발표장[C208], 09:00-10:40)

운 자：반석호(한국해양연구원)

CFD를 이용한 요트 성능 해석
김 진, 유재훈, 반석호(한국해양연구원)

시스템안전공학기법을 이용한 요트 안전성 확보
박진형, 김홍태, 공도식(한국해양연구원)

인간공학을 고려한 선실 인테리어의 디지털 설계
김성식(울산대), 유재훈(한국해양연구원)

요트산업의 PLM기술과 PDM 및 디지털 가상 생산
이재규(㈜지노스)

고성능 세일링 요트의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유재훈, 안해성, 박철수, 이 연, 반석호(한국해양연구원)

세션명 : 해양레저선박의 기술 동향 및 전망(2부)

(제9발표장[C208], 11:00-12:40)

운 자：반석호(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레저선박 기술개발 지원현황 및 전망
김창훈(산업진흥원)

해양연구원의 레저선박 관련 연구
반석호, 유재훈, 안해성(한국해양연구원)

해양레저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 방향
신종계(서울대)

서남권 해양레저선박 생산기반 현황
김 훈(목포대)

종합토론
참석자

세션명 : 한국형 고속 경비정 개발
(제9발표장[C208], 13:30-15:30)

운 자：김광준(해양경찰청)

해양경찰 경비함정 발전 방안
김광준, 박상식(해양경찰청)

100톤급 고속경비정에 대한 저항성능 연구
김광준, 배태규, 한재원(해양경찰청)

100톤급 고속경비정의 vertical wedge의 성능연구
정태윤, 이광일(강남조선)

고속활주형의 종 방향 중심과 저항성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신 균, 최용주(STX조선㈜), 박명규(한국해양대)

고속 활주선의 저항 및 핏칭 개선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이귀주, 김태훈, 장치원(조선대)

기획세션 : 5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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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김우전(목포대)

Moving Grid 기법을 이용한 전류고정날개 주위의 점성유동 해석
박제준, 김성표, 최 복, 김용수(대우조선해양㈜)

간극을 고려한 타 주위의 점성유동 해석
박제준, 김성표, 최 복, 김용수(대우조선해양㈜), 
김경렬, 백부근, 안종우(한국해양연구원)

SPH 방법에 의한 2차원 자유표현 문제의 해석
남보우, 김용환(서울대)

30ft급 요트 선체 주위의 점성유동 해석
지혜련, 김우전(목포대)

간극 유동이 혼타 성능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
최정은, 정석호(현대중공업㈜)

좌장：유성선(삼성중공업㈜)

ROUND BILGE 반활주선의 STERN WEDGE 및 SPRAY STRIP고찰
서 남, 이정관, 서관희(㈜한진중공업)

항주자세를 고려한 쌍동선의 저항 특성에 관한 연구
장동원, 김우전(목포대), 손창렬, 전송환(중소조선연구원)

초고속 상태에서의 저항 및 운동의 수치계산
김경환, 김용환(서울대)

패널절단법을 사용한 선체주위 비선형 포텐셜 유동해석
최희종, 김 진, 김광수, 반석호(한국해양연구원)

좌장：신현수(현대중공업㈜)

연성 계류해석법을 이용한 FPSO의 저주파 계류 감쇠력 계산
심우승, 문중수, 나정헌, 신현수(현대중공업㈜)

설계 지식 모델링 프레임워크 개발 및 축계 설계 시스템에의 적용
김신형, 이상욱, 김인일, 전형민, 김성민(대우조선해양㈜)

불해협 운항 대형 Ro-Pax선 개발
장학수, 이화준, 이건호, 주 렬, 안성목(삼성중공업㈜)

안테나 주위의 배기 열유체 유동 해석
박선호, 허재경, 유병석, 이상호(㈜한진중공업)

선박 설계에의 인간공학의 적용방안
공도식, 이봉왕, 이창민, 이한진(한국해양연구원)

좌장：임채환(한국기계연구원)

6200 TEU 컨테이너선의 H.F.O. Tank 위치에 따른 Warping Stress에
관한 검토

심종원, 양윤호, 김보언(㈜한진중공업)

선체 구조의 최종 종강도 평가
이훈곤(현대중공업㈜), 이주성(울산대)

대형 컨테이너선의 플레어 슬래밍 계측 연구(Ⅱ)
–슬래밍 압력 특성 분석–

이탁기, 임채환, 김병현(한국기계연구원), 김 남(㈜한진중공업), 
허주호(대우조선해양㈜)

Preliminary assessment of Various Structural Topologies for a WIG
Craft

정한구, 강국진, 강창구(한국해양연구원)

쇄빙선의 빙하중 추정
임채환, 이탁기(한국기계연구원)

좌장：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함정용 탄성마운트의 충격성능
이현엽(충남대), 지용진, 곽정석(㈜수퍼센츄리)

수중폭발 충격하중에 대한 승조원의 상해평가 기준 및 방법 연구
이상갑, 이승 , 윤여훈(한국해양대), 정정훈, 권정인(한국기계연구원)

LS/DYNA 3D를 이용한 유체-구조 연성문제 해석
이상갑, 장인호, 이정대(한국해양대)

압축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기포의 형상 및 음향 실험연구
김종철, 오준석(국방과학연구소), 조대승(부산대)

좌장：이주성(울산대)

Resin Infusion 방식을 이용한 FRP 선체 적층공법 연구
정진욱, 백 수, 이병성(중소조선연구원), 한갑수(광동 FRP산업)

레이저 하이브리드 필렛 용접부의 변형 예측에 관한 연구
신상범, 이동주, 김경규(현대중공업㈜)

선체 박판 구조의 용접변형 제어에 관한 연구(1)
김철호, 이주성, 박재우(울산대)

선체 박판 구조의 용접변형 제어에 관한 연구(2)
김철호, 이주성(울산대)

알루미늄 판의 용접변형 해석
Nguyen Tan Hoi, 이주성(울산대)

좌장：구자삼(부경대)

다방향 불규칙 파중의 Pontoon형의 초대형 부유식 해양구조물에 대
한 유탄성 응답 특성

김철현, 구자삼(부경대), 조효제(한국해양대), 이창호(동명대)

통계해석법에 의한 폰툰식 VLFS의 피로강도 해석
박성환, 한정우, 한승호(한국기계연구원), 하태범, 이홍구(한국선급)
홍사 , 김병완, 경조현(한국해양연구원)

A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TENSION LEG PLATFORMS
INCLUDING HYDRODYNAMIC INTERACTIONS IN REGULAR
WAVES

김철현, 구자삼(부경대), 이창호(동명대)

Spectral Fatigue Analysis for Main Hull of MOHO FPU
이홍구, 장래대, 조형민, 송강현(한국선급), 하심식(현대중공업㈜)

제9발표장[C208], 12:30-14:10
기획: 선박의 동적안정성 기술

제8발표장[C207], 12:30-14:10
기획: 중소조선소를 위한산학연 활동

제7발표장[C206], 12:30-14:10, O1

제6발표장[M201(3)], 12:30-14:10, P3

제5발표장[M202(5)], 12:30-14:10, S8, S10

제4발표장[M202(4)], 12:30-14:10, S1-1

제3발표장[M202(3)], 12:30-14:10, D1, D2

제2발표장[M202(2)], 12:30-14:10, F3, F9

제1발표장[M202(1)], 12:30-14:10, F2-1

일반세션 : 5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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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김형태(충남대)

핀 안정기의 꼬리 날개가 양력 성능에 미치는 향
서대원, 정성욱, 이승희(인하대)

LNG 운반선 선미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김희택, 김형태(충남대)

스케그 간격에 따른 쌍축선 선미유동 변화에 대한 수치해석
김희택, 김형태(충남대), 반석호(한국해양연구원)

선박 자항상태 점성 유동 해석법에 관한 연구
김정중, 백광준, 이용철(삼성중공업㈜), 김형태(충남대)

좌장：최 달(STX조선㈜)

스큐 변화에 따른 추진기 소음 특성에 관한 연구
설한신, 김건도, 김기섭(한국해양연구원)

반류의 향을 고려한 프로펠러 정상 성능 최적화
이왕수, 이창섭(충남대), 최 달(STX조선㈜), 
김건도, 문일성(한국해양연구원)

프로펠러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기법의 적용
한재문, 정재권, 이경준(삼성중공업㈜)

혼 타의 간극 캐비테이션 감소를 위한 타단면 연구
박선호, 허재경, 유병석(㈜한진중공업)

좌장：김문찬(부산대)

Semi-Spade 타의 간극 캐비테이션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백부근, 김경열, 안종우(한국해양연구원) 
김용수, 김성표, 박제준(대우조선해양㈜)

자유수면을 고려한 컨테이너선 주위의 점성 유동장 수치해석과 모형
시험 비교연구

김병남, 박종환, 김우전(목포대)

스텝을 가진 선형의 저항특성 비교 연구
손창련, 박충환, 진송한(중소조선연구원), 김우전, 지혜련(목포대)

모형시험 자료를 이용한 저항, 자항 요소 추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김민규, 서흥원, 최봉준, 강선형(현대중공업㈜)

전개 가능 곡면을 가지는 삼동선의 선형설계
강 남, 이승희(인하대)

Synthetic Ice와 Refrigerated Ice를 사용한 쇄빙선 저항시험 비교연구
송윤 , 전호환, 김문찬(부산대)

좌장：강대선(선박검사기술협회)

파랑중 실선의 횡동요각 계측시스템 개발
김창우, 유재문, 원문철, 이준성(충남대)

국소유한요소법을 이용한 3차원 수로에서의 소파 특성에 대한 수치 해석
유동열, 배광준(서울대)

바우 스러스터 터널 그리드 개선을 위한 연구
전동수, 박제준, 김성표, 김용수(대우조선해양㈜)

규칙파중의 바지형 선박의 유탄성응답해석
이승철, 구자삼, 김철현(부경대), 조효제(한국해양대), 하문근(삼성중공업㈜)

좌장：박재상(대우조선해양㈜)

CPMC를 이용한 구속모형시험
김연규, 김선 , 손남선, 김 식, 강남선(한국해양연구원)

Twisted Leading Edge 방향타를 적용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조종성
시운전 결과의 검토

양지만, 심현상, 임정대, 계상경, 이윤기(현대삼호중공업㈜)

초대형 LNG운반선의 조종성능에 관한 고찰
진창배, 김성표, 박재상, 최 복(대우조선해양㈜)

RIB 선박의 조종특성에 관한 연구
손남선, 이창민, 윤현규, 김선 , 강남선, 유재훈(한국해양연구원)

POD 추진 쇄빙선에 대한 조종특성에 관한 연구
손남선, 김선 , 김연규, 강남선(한국해양연구원)

좌장：유재문(충남대)

대형 위그선용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 개념 연구
황태현, 이경중, 이한진, 강창구(한국해양연구원)

Full Spade Rudder의 유체역학적 설계
양희준, 부경태, 와다요지로, 김세은(삼성중공업㈜)

대형 수중 Vehicle의 Yaw 운동 제어에 관한 연구
최동현, 김상현(인하대)

위그선의 운동 모델 정립을 위한 기반 연구
여동진, 이한진, 강창구(한국해양연구원)

RHKF를 이용한 수중 속도 보정 항법 시스템
조경남, 서동철, 최항순(서울대)

틈새유동차단 장치를 이용한 타 캐비테이션의 회피방안
김효철(인하대), 오정근, 서정천(서울대), 이신형(FLUENT), 유재문(충남대)

좌장：김종현(한국선급)

GAS 운반선의 3차원 온도 분포 해석 시스템 개발
한용연, 김무승, 권진칠, 김화수, 최익흥(현대중공업㈜)

Air Blowing시 발생한 C.O.T. 화물탱크 손상사고 원인 규명
원정호, 정훈경, 김정훈, 정익선(한국선급)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ELECTRO-CLEANTM의 IMO 활성물질 초기승인
김은찬,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 이강평, 이인선(㈜테크로스), 
박대원(한국산업대), 이기태(경희대)

4차원 매개변수화에 의한 선박의 선형 곡면 사이의 교차 곡선 계산
오민재, 김태완, 신동우(서울대)

선형최적화를 위한 선형변환 기법에 관한 연구
이창 , 전호환, 김희정(부산대)

좌장：김용환(서울대)

해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로벌 협업 시스템 구축
조형태, 강귀성, 서흥원, 소승욱(대우조선해양㈜)

조선설계에서의 데이터 해석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도구 개발
오 준, 이경호, 박종현, 박종훈(인하대), 최 복, 장 훈(대우조선해양㈜)

석유생산 해양구조물의 수요 전망
정하찬, 김용환(서울대), 임성우(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홍윤식(포스코)

대형 화물위그선의 운항인프라 기초연구
공도식, 이한진(한국해양연구원), 함동석, 강석진(해양수산부)

조선소 수주계획에 따른 생산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 모델개발
박종현, 이경호, 이장현(인하대)

제3발표장[C103], 11:00-12:40, E2, E4, E7, P4

제3발표장[C103], 09:00-10:40, D3, D4, D6, D8, P5

제2발표장[C102], 13:30-15:30, F12-2

제2발표장[C102], 11:00-12:40, F12-1

제2발표장[C102], 09:00-10:40, F4, F5, F6, F11

제1발표장[C101], 13:30-15:30, F1

제1발표장[C101], 11:00-12:40, F5, F10

제1발표장[C101], 09:00-10:40, F2-2

일반세션 : 5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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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공도식(한국해양연구원)

중위도 기상조건을 고려한 함정의 표면 온도 및 적외선 방사특성 예측
연구

길태준, 김태국, 최준혁(중앙대)조용진(한국해양연구원)

동역학 해석기반의 선박운항 M&S 구현을 위한 HLA 개념의 복합연동
Simulation설계

이창민, 이한진, 공도식(한국해양연구원), 이기표(서울대)

쇄빙상선과 북극해 항로의 Ice Transit Model
정성엽, 최경식(한국해양대)

3차원 측정기반 선체블록 가상탑제 시스템 연구
신성철(목포해양대), 김덕은, 김수 (부산대), 한명섭(동명메가텍)

좌장：김 복(삼성중공업㈜)

과하중에 의한 잔류응력을 고려한 피로 균열 지연 해석
조 천, 장창두(서울대), 방준기(STX조선㈜, 송하철(목포대)

TMCP강의 인공해수중 부식피로균열 진전특성에 관한 연구
김원범, 백점기(부산대)

선체구조의 용접부 그라인딩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
김대수, 하우일, 이진희, 박진수, 김화수(현대중공업㈜)

극심해용 반잠수식 구조물에 연결된 라이저의 피로 수명에 관한 고찰
정현수, 최항순(서울대), 하문근, 김 복, 이진호, 이준 (삼성중공업㈜)

좌장：김명현(부산대)

SHELL 요소를 이용한 필릿용접부의 피로 파손모드 평가에 관한 연구
김정환, 강성원, 김명현(부산대)

함정용 배전반 용접부의 후처리 방법에 따른 피로강도 증대효과에 대
한 연구

강민수, 강성원, 김명현, 최재 (부산대), 정지 (KTE)

713LC 합금의 터빈 블레이드 파괴 원인 분석 및 응력 평가
이장현, 김경수, 윤종성, 이찬우(인하대)

API 2W 강재의 피로강도 특성 연구
이주성, 서 석(울산대), 임성우(강구조연구소)

좌장：이제명(부산대)

알루미늄 보강판 구조의 최종강도 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
류정용, 장준호, 박재형, 백점기, 이제명(부산대)

선체 용접부 피로성능 평가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한 연구
박상욱, 서정관, 백점기, 이제명(부산대), 박형준, 이동부(㈜현대미포조선)

M.V. Derbyshire 선체의 최종강도 평가
박재형, 서정관, 백점기, 이제명(부산대)

알루미늄 보강판 구조의 최종붕괴강도 모형 실험에 관한 연구
장준호, 류정용, 서순기, 백점기, 이제명(부산대)

손상역학 기반 균열진전 시뮬레이터 개발
한대석, 조대승, 김진형(부산대), 이탁기, 임채환(한국기계연구원)

좌장：이재환(충남대)

소형선박용 Azimuth 추진장치의 Steering Tube Flange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손정대, 이상재, 이광성(하니드로텍㈜), 정용길, 이재명(경상대)

대형 선박의 파이프 루우프 구조설계
박치모(울산대), 이 철(현대중공업㈜)

FRP 복합재료 더블랩 조인트의 접합거동 예측에 관한 연구
신상학, 손충렬, 원종범, 이강수(인하대)

9K Ethylene 선 Cargo Tank Support 최적 설계
강원식, 양 준, 안형준(STX조선㈜)

복합하중을 받는 선박용 중형 엔진 피스톤의 피로 수명 해석
이재환, 권종규(충남대), 한금태(㈜삼 기계)

좌장：조선호(서울대)

충돌/좌초 문제의 파단강도에 관한 파라메트릭 연구
현기원, 김민근, 조선호(서울대), 박진수, 김병주, 곽주호(현대중공업㈜)

전진형 좌초실험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
이탁기, 임채환, 김병현(한국기계연구원), 한대석, 서정관, 이제명(부산대)

병렬 컴퓨터 기반의 유체-구조 연성 문제의 해석 및 형상 최적설계
김민근, 이기명, 조선호(서울대)

실험 및 실선 계측을 통한 진동특이치 평가에 관한 연구
김병욱, 최수현, 진봉만(대우조선해양㈜)

좌장：조대승(부산대)

추진축계 종진동에 의한 기진력 연구
최문길, 김문수, 이기문, 양성붕(㈜한진중공업)

진동 파워흐름해석을 위한 난류흐름에 의한 입력파워 추정 및 적용
임구섭, 홍석윤, 박 호(서울대)

임의 경계조건을 갖는 선체 보강판의 고유진동 해석
조대승, 김병희(부산대)

저온화물용 단열시스템의 진동특성 연구
이종문, 박진화, 배종국(현대중공업㈜)

추력변동력과 프로펠러 변동압력 계측을 통한 선박진동의 기진력
특성 연구

주원호, 박진화, 배종국, 김종수(현대중공업㈜)

여객선에서의 진동과 Atrium Stairway
박주현, 엄재광, 오정한(삼성중공업㈜)

적화 상태에 따른 4860 TEU 컨테이너선의 선체 진동 특성
조성재, 최수현, 김병욱(대우조선해양㈜)

좌장：김상근(㈜한진중공업)

M-LNG 운반선용 고강도 Wash Primer 개발
송은하, 이성균, 정몽규, 백광기(현대중공업㈜)

편면 보강판 실험시편의 크기결정을 위한 용접변형 시뮬레이션
이정수, 임동용, 최우현(㈜한진중공업)

제6발표장[C108], 11:00-12:40, P7

제6발표장[C108], 09:00-10:40
기획: 어선설계기술

제5발표장[C107], 13:30-15:30, S9

제5발표장[C107], 11:00-12:40, S3, S5, S7

제5발표장[C107], 09:00-10:40, S6

제4발표장[C106], 13:30-15:30, S1-2

제4발표장[C106], 11:00-12:40, S4-2

제4발표장[C106], 09:00-10:40, S4-1

제3발표장[C103], 13:30-15:30, 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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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청수 탱크에 적용되는 도료의 냄새 저감 방안 연구
박충서, 백광기, 정몽규, 이성균(현대중공업㈜)

고속 필렛용접에서의 결함발생 원인 분석 및 저감 방안
배상득, 최기 , 김 필, 김경주, 김대순(현대중공업㈜)

2D-Analytical Model for Stir Zone of Friction Stir Welding and its
FE Residual Stress Analysis Thermal analysis

Rajesh S.R, 방한서, 정은 (조선대), 김흥주(RIST)

좌장：전호환(부산대)

Turbulent Flow over a Wing in Ground Effect
H.A.Tuan, 전호환(부산대), 윤현식(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Numerical Simulation of Complaint Coatings Using Single Layer
Model

P.A.Hung, Osama El-Samni, 전호환(부산대)
윤현식(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대형 와 모사법(LES)을 사용한 익형주위의 난류 유동장 해석
김정후, 전호환(부산대), 윤현식(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대형 와 모사법(LES)을 사용한 움직이는 평판위의 실린더 주위의 난류
유동해석

이재봉, 전호환(부산대), 윤현식(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분사류에 의한 원통형 실린더 주위의 유동해석
김명훈, 유재문(충남대), 정노택, 성홍근(한국해양연구원)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법을 이용한 주위 유체에 의한
외팔보의 진동 감쇠 계산

신상묵, 김인철, 김용직, 배성용, 구자삼(부경대)

좌장：김도 (홍익대)

북해용 Drillship의 GreenWater 유입방지용 Side Break Water 설계
김 복, 김문성, 안 규, 강희석, 박종진(삼성중공업㈜)

FPSO Topside 구조의 간이 피로평가법에 대한 제언
황외주, 강중규, 허주호(대우조선해양㈜)

Impact of Internal waves on the sea surface
Igor V SUGHAN, 이귀주, 안정선(조선대)

Boussinesq 모델을 이용한 제주 차귀도 해역의 규칙파 시뮬레이션
류황진, 김도 (홍익대), 홍기용, 신승호, 홍석원(한국해양연구원)

좌장：김두기(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의 조종안정성에 대해 설계 인자들이 가지는 민감도 해석
여동진, 윤현규, 김연규, 이창민(한국해양연구원)

수중함 전력계통 모델링 및 운용 모드별 시뮬레이션
정승완, 김수남, 백병산, 권중록, 이충동, 최연철(현대중공업㈜)

수중함 전력계통 고장전류 계산
김지홍, 백병산, 권중록, 최연철, 김덕호(현대중공업㈜)

잠수함의 Steering and Depth Control을(S & DC) 위한 조종성능해석
프로그램 개발

신상성, 성 재, 이태일, 정장한(현대중공업㈜)

좌장：이 길(인하대)

저항성능을 고려한 한국형 연안어선의 최적 선형요소 결정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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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scous Flow Analysis around Pre-swirl Stator using Moving grid method 

Je-jun Park
† *

, Sung-pyo Kim
*
, Yong-soo Kim

*
 , Young-bok Choi

* 

Daewoo Ship 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 

 

Abstract 

Numerical analysis of the flow around a hull with pre-swirl stator which controls the flow 

characteristics in front of the propeller to increase the hull propulsive efficiency is carried 

out using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ethod. Hexahedral multi-block structured 

type grids for a hull with pre-swirl stators and propeller are generated. Governing 

equations are unsteady RANS (Reynolds-Averaging Navier-Stokes Equations) and 

realizable k-epsilon turbulence model with wall-function is used. The moving grid (sliding 

mesh) method that rotates propeller grid every time marching is adopted to simulate 

propeller effect properly. Thrust, torque, and resistance values from numerical load 

variation test are used to derive the thrust deduction, wake fraction, etc. in the same way 

as experimental test procedure.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that CFD could estimate 

the performance of the pre-swirl stator. 

※Keywords: Pre-Swirl Stator (전류고정날개), CFD (전산유체역학), Moving Grid (이동 격자), 

Propeller (프로펠러), Thrust deduction (추력감소), Wake fraction (반류비) 

 

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전류고정날개는 프로펠러로 유입되는 유동의 흐

름을 제어함으로써 프로펠러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장치이다. 

�주저자주저자주저자주저자, E-mail : jjpark@dsme.co.kr 주주주주�주저자주저자주저자주저자, �주주주주

저저저저 

 이미 해외에서는 실선에 장착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1990 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당사에서는 좌현의 유동 제어가 주요하다

는 기본 개념을 고려해 비대칭 전류고정날개를 개

발, 이에 대한 실선 장착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

를 수행하여 왔으며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프로펠러를 고려한 

전류고정날개 주위 유동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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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Study of Viscous Flow around a Rudder with Gap 

 

Je-jun Park† *, Sung-pyo Kim*, Young-bok Choi*, Yong-soo Kim*, 

Bu-Geun Paik**, Kyung-Youl Kim**, Jong-Woo Ahn** 

Daewoo Ship 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Abstract 

A numerical study of the flow around a conventional semi-spade type rudder (horn-

rudder) is carried out using commercial CFD code FLUENT. RANS and standard k-epsilon 

turbulence model are used as the governing equations to simulate high Reynolds number 

flow. All calculation conditions are the same as cavitation tunnel tests that investigate the 

cavitation pattern for the gap-flow. Calculation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of 

experiment for validation and, additional calculations considering propeller effect are 

performed. 

※Keywords: Semi-spade rudder (Horn-rudder 혼타), Gap (간극), CFD (계산유체역학), Cavitation 

(캐비테이션),  

 

1. 1. 1. 1. 서서서서    론론론론    

선박의 대형 고속화에 따른 주기 마력의 증가는  

, �주주주주�주저자주저자주저자주저자, E-mail : jjpark@dsme.co.kr 주저자주저자주저자주저자, � 

추진기뿐만 아니라 추진기 후류에 위치하는 타 

표면에 심각한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을 유발시키

기도 한다. 타의 침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조

선 업체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타 표면에 SUS stripe 시공



SPH 방법에 의한 2 차원 자유표면 문제의 해석 
남보우* , 김용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Simulation of Two-Dimensional Free-Surface Problems by SPH Method 

Nam, Bo-Woo*, Kim, Yonghwan*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Abstract 

A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SPH) method is applied for simulating two-
dimensional free-surface problems. The SPH method based on the Lagrangian formulation 
provides realistic flow motions with violent surface deformation, fragmentation and 
reunification. In the present study, sensitivity study of numerical parameters is performed to 
obtain stable solution. Based on this sensitivity study, the SPH method is applied to the 
dam-breaking and sloshing problems. Computation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exiting 
experimental results. The comparison shows a fair agreement of the global fluid motion 
and force.  

※Key words : SPH, Dam-breaking Problem (댐 붕괴 문제), Sloshing Problem (슬로싱 문제), 
Sensitivity study (민감도 해석), particle method (입자 방법)  
 

1. 서론 

Monaghan(1994)의 적용 이후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기법을 적용한 자유표면
파 문제의 많은 해석들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들
어 Colagrossi 등(2003)은 물 뿐만 아니라 공기를 
함께 고려하여 그 때 생기는 경계면에서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또한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 밀도를 

주저자,  E-mail : namsis2@sis.ac.kr 주저자, 주저
자, 주저자,  Tel : 02-880-7337 

재설정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Iglesias 등(2004)
은 SPH 방법으로 3 차원 슬로싱 문제를 고려하였
고, Oger(2006)는 2 차원 쐐기의 입수문제를 연구
하는데 SPH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안정된 압
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압력센서개념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이 SPH 는 매우 강한 비선형성을 가
진 문제에 효율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SPH 를 자유표면 문제에 적용할 
때 안정된 해를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치 변수
에 따른 해의 민감도를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댐 붕괴 문제와 슬로싱 문제에 대한 보다 안정
적인 해를 얻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이용 가능한 



급 요트 선체 주위의 점성유동 해석30ft

지혜련 *✝ 김우전, *

목포대학교 기계 선박해양공학부 선박해양시스템전공·
*

Viscous flow calculation for a 30 ft-class Sailing Yacht Hull

Hye-Ryoun Chi *✝ and Wu-Joan Kim*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Marine Eng., 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urbulent flows around a sailing yacht were calculated to access the applicability of CFD

techniques for yacht design. Multi-block grid system was generated by using GridGen

package and Fluent package was used to calculate flows around yacht hull. A 30ft class

sailing yacht designed by KRISO was tested. The drafts when heeling at starboard and port

sides of a yacht were determined by adjusting the same displacement in the generated grid

system.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sailing yacht hull was obtained. The changes of drag

and side force by heel and leeway variation were shown. The flow calculations are carried

out both with and without free surface, and keel and rudder were included for both cases.

It was found that the calculated results with free surface gives better agreement with

experiments that those without free surface. However, but there are still a big discrepancy

between them.

세일링 요트 계산유체역학 격자계 생성Keywords: Sailing Yacht ( ), CFD ( ), Grid Generation ( ),※

저항 사항각 횡경사Resistance ( ), Reeway ( ), Heel ( )

서론1.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서 남해안․
의 발전 열기는 최고조에 달해있다 사업의 일환.

주저자, E-mail:✝ awoo00@mokpo.ac.kr

으로 전남 도청의 남악 신도시 이전이 이미 완

료 된 상태이며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조성 사업

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서 남(J-Project) . ․
해안의 조선 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앞으로 연계될

해양레저 산업과 맞물려 해양 레저 문화의 대중화

를 초래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양 레저 공간.



                                                          

. (horn-type rudder) ,

(horn part) (movabl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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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안정기의 꼬리 날개가 양력 성능에 미치는 영향

서대원, 정성욱, 이승희

인하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Effect of Tail Blades on Lift Performance of a Fin Stabilizer
Dae-Won. Seo, Sung-Wook. Jung, Seung.-Hee. Lee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bow fins have been widely used for roll stabilization of  high speed boats such as naval 

ship, car and passenger ferries. Model experiments and numerical simulations to study the 

effectivensess of a angle of attacks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The influence of tail blades on 

the performance of the fin stabilizer has been also studied experimetally and numerically. It is found 

that a remarkable increase in performance of the fin stabilizer occurs due to the tail blades and that 

the results can be utilized for the design of a high-lift fin stabilizer system.

※keywords : Fin stabilizer( Fin 안정기), Tail blade(꼬리 날개), CFD(전산 유체 역학), Model experiment (모형 시험)

   

1. 서론

파도 중에서의 선박의 운동은 선박의 항해나 설

치기기의 운용에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탑승한 사

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파도 중에서 

선박의 운동성능 향상과 승객의 승선감을 좋게 하

기 위하여 운동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선박의 6자유도 운동 중에 횡 동요는 선형에 의

한 감쇠력이 작고 다른 운동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힘으로 효과적인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나머지 

5자유도 운동의 경우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횡동요 감쇠장치로서는 ART(Anti-Rolling 

Tank) 또는 핀 안정기(Fiin Stabilizer)가 있다

접수일: 200 년  월  일, 승인일: 200 년  월   일

✝서대원, E-mail: friend4418@naver.com

          Tel:032-860-8812

핀 안정기의 경우 다른 횡요저감 장치보다 효과

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잘 설계된 핀 안

정기 경우 감쇠량이 90%를 상회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전진속도가 

작아지거나, 매우 험한 파랑 중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된다는 점과 다른 횡요감쇠장치 보다 상대적으

로 복잡하고, 설치비용이 많이 들며, 보수 및 유지

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과거에는 

군용선박이나 고급여객선 같은 특수선에만 쓰여왔

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선박의 고급화, 고속화, 

및 승무원등 탑승의 안락성 요구문제로 인하여 일

반 상선이나 여객선에도 점차적으로 횡요감쇠장치

로서 핀 안정기의 취부가 점차 확대되어 일반화 되

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3엽 핀 안정기의 꼬리 날개의 영향

을  수치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양

력성능향상 정도를 조사 하였다.



운반선 선미유동에 대한 수치해석LNG

김 희택 *✝ 김 형태, *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Numerical Analysis of Stern Flow for a LNG Carrier

Hee Taek Kim *† , Hyoung Tae Kim*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 Chungnam National Univ.*

Abstract

구 의 운반선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난MOERI( KRISO) 138K LNG .

류모델 및 의 변화 그리고 격자수 및 격자 형상에 따른 수치해 변화를 살펴보았고 계산 결과y+ , ,

를 예인수조 실험 결과 및 수치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계산을 통해 모델이 다른WAVIS , . RSM

난류모델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격자수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변화에 따라 저항 및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 y+ Wake

었으며 형상이 형상보다 관점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프로펠러 면에, O-O O-H Wake .

서의 평균유속 분포 및 속도 은 대체로 실험 및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타의profile WAVIS ,

앞날 끝 부분이나 트랜섬면에서는 가 보다 낮은 속도 영역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FLUENT WAVIS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운반선 전산유체역학 이중Keywords : KRISO 138K LNG Carrier(KLNG ), CFD( ), Double body(※

모형 격자형상), Grid type( )

서언1.

최근 들어 국내의 대형 조선소들은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운반선을 수주하여 건조LNG

하고 있고 국내 조선사 간의 수주 경쟁도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서 우수한 선박의 설계기술에LNG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선박의 성능을.

주저자✝ , E-mail: winzip@cnu.ac.kr

Tel: 042-821-6629

향상시키고 우수한 선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선

박의 유체역학적 성능에 대한 정확한 추정과 해석

이 필요하다 현재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을 추.

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예인수조에서의 모형시

험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에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활용하여 선체 주위의 유동 해석을(CFD)

수행하고 있다 반석호 등 은. (2003) KRISO 138K



스케그 간격에 따른 쌍축선 선미유동 변화에 대한 수치해석

김 희택 *✝ 김 형태, * 반 석호, **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Numerical Analysis of Turbulent Flows around a ship with Twin-skegs
by skeg distance

Hee Taek Kim *† , Hyoung Tae Kim*, Suak-Ho Van**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 Chungnam National Univ.*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 / KORDI**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쌍축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간격의 변화가 선미유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skeg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현재 간격이 인 기본선형에 대해서만 수치 계산된 상태이기 때문, skeg 20m

에 기본선형에 대한 결과만을 실험과 비교 검토하였다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는 추후, . skeg

보고할 예정이다 단축선과 달리 쌍축선은 복잡한 선미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을 사용하여. Gridgen

멀티블록으로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상용코드인 를 사용하여 수치해석하였다 쌍축 컨테이너, Fluent .

선에 대해 속도분포 및 볼티시티 레이놀즈 응력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수치계산이 비록 자유수, ,

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중모형으로 근사하여 수행하였으나 비교된 평균 유속 분포는 그 경향이 실,

험과 잘 일치하였으나 선미 전단유동층이 대체로 실험에 비해 두껍게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쌍축선 레이놀즈 스트레스 모형 전산유체역학Keywords : Twin-skeg ship( ), RSM( ), CFD( ),※

스케그 간격Skeg-distance( )

서언1.

최근 선박의 건조 경향은 대형화 전문화 고속, ,

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를 넘어서면 엔진의 크기 및 추, 10,000TEU

진기 크기 등의 제한등으로 인해 쌍축 추진시스템

주저자✝ , E-mail: winzip@cnu.ac.kr

Tel: 042-821-6629

도입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선형 개,

발 및 추진 장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시험이 수행된 15,000TEU

쌍축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상용 코드인CFD

를 사용하여 스케그 간격에 따른 쌍축선FLUENT

선미유동 변화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자 하

였다 계산은 자유수면을 고려하지 않은 이중모형.

유동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계산 결과는 실험 결,

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 조선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상용 코드의 유동해석의 유용CFD

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동 해석. ,



선박 자항 상태 점성 유동 해석법에 관한 연구

김정중✝*, 백광준*, 이용철*, 김형태**

삼성 중공업(주)*

 

A Numerical Study of Turbulent Viscous Flow around a Self Propelled Ship

Jung-Joong Kim✝*, Kwang-Jun Paik* , Yong-Chul Lee* and Hyoung-Tae Kim**

*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ANS simulation for the prediction of the self propulsion performance is carried out. The 

viscous flow around a hull with propeller is calculated using the finite volume based 

multi-block code. The unsteady direct analysis method using sliding grid technique and 

body force method are used to solve the hull-propeller interaction problem. In the body 

force method, a propeller is replaced with the disk on which the axial and circumferential 

body forces are distributed. The body forces are obtained by applying the potential code of 

VLM(Vortex Lattice Method). For the validation,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using a  KRISO LNG carrier.

※Keywords: Self-propulsion(자항), CFD(전산 유체 역학), Propeller(추진기), Body force(물체력), 

VLM(와류 격자법), Sliding grid system(미끄럼 격자계)

1. 서 론

연료 절감형 선박 및 고효율 추진기 개발에는

✝김정중, E-mail: jjoong.kim@samsung.com
          Tel:042-865-4748

 최적 성능의 프로펠러 설계 뿐만아니라 우수한 

저항 및 추진성능을 갖는 선형 설계가 요구된다. 

선박의 저항 성능에 대해서는 나선(Bare hull)을 

대상으로 점성유동 및 포텐셜 해석이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 수치결과는 선형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성능은 선체 및 프로

펠러 그리고 러더의 단독상태의 성능에 의존하는 









혼 타의 간극 캐비테이션 감소를 위한 타단면 연구 
박선호 , 허재경, 유병석 

㈜한진중공업 기술연구소  

A Study on Rudder Section to Reduce Gap Cavitation of Horn Rudder 

Sunho Park , Jaekyung Heo, Byeong Seok Yu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Flow around the gap of a horn rudder is investigated to reduce the rudder gap cavitation. 
The RANS calculations are performed for the rudder with an emphasis on the pressure field 
near the gap. The effects of a half round bar and the edge radius of the movable part are 
compared for both 2-D & 3-D calculations. The flow rate through the gap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flow filed in 2-D computations, however the gap flow does not have greater 
effect on the pressure field than the flow induced by propeller in 3-D calculations. 

※Key words : Horn rudder(혼 타), Gap Cavitation(간극 캐비테이션), CFD(계산유체역학) 
 

1. 서론 

최근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고속화, 고마력화로 
인하여 프로펠러 뿐 아니라 타에 발생하는 캐비테
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타 캐비테이
션은 크게 프로펠러로부터 유기된 캐비테이션과 
타 자체의 형상에 의해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프로펠
러의 설계 향상 외에는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타 형상을 개선하여 캐비테이션 발생을 감소시킬  

주저자,  E-mail : shpark@hanjinsc.com 주저자, 
주저자,  Tel : 051-410-3352 

수 있다(Kracht, 1995). 대형 컨테이너선에 부착되
는 혼 타의 경우, 캐비테이션은 주로 고정된 혼 
주위의 간극과 끝단(tip) 등의 불연속적인 형상 주
위에서 발생한다. 

혼 타의 캐비테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경
태 등(2002), 황윤식 등(2004)은 CFD 를 이용하
여 2 차원 타 단면에서의 간극 유동을 고찰하여 
캐비테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선체 및 프로펠러의 3 차원 영향을 고려한 
실험(Jiang et al. 1995) 및 3 차원 수치해석(Lee et 
al. 2003, 공도성 등 2002, 부경태 등 2004)도 지
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간극 캐비테이션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Rhee/Kim(2005)은 타의 회전에 따
라 타의 간극을 막는 타 단면을 제시하였고, S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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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면을 고려한 컨테이너선 주위의
점성 유동장 수치해석과 모형시험 비교 연구

김병남 *✝ 박종환, *, 김우전*

목포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Model Test and the Viscous Flow

Calculation including Free Surface for a Container Ship

Byoung-Nam Kim *✝ , Jong-Hwan Park* and Wu-Joan Kim*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Eng., 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the CFD calculation of viscous flows around a container ship is shown.

Fluent package was used for CFD simulation and grid system for viscous flow calculation

was generated by using Gridgen package. In the first the free surface is treated as a

symmetry surface for Re = 1.26 × 10
7
. Next, wave generation is simulated with VOF

method for Fn = 0.26 at two different model Reynolds of Re = 0.791 × 106 and Re =

1.26 × 107. The calculated results for two different scaled model ships are compared with

model test results by KRISO and RIMS, respectively.

전산유체역학 컨테이너선 설계 흘수Keywords: CFD ( ), Container ship( ), DLWL( ), Viscous flow※

점성유동 자유수면( ), Free surface( ),

서 론1.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모형시험과 전산유체역학 을 통하여 유체성(CFD)

능을 예측하고 있다.

모형시험은 예인수조와 회류수조에서 유체성능

주저자, E-mail: jpengpeng@dreamwiz.com✝
Tel : 061-450-2760을 추정하는데 이

두 수조의 차이점은 전자는 모형선을 전차에 고정

시켜서 예인하고 후자는 모형선을 가이드에 고정,

시키고 물을 회전시켜서 유체성능을 예측한다 전.

자에 비해 후자는 모형선의 크기가 작아 모형선

비용 및 실험 비용이 작다는 이점이 있는데 단점

으로는 측정구역이 제한되어 측벽효과가 생기고,

물이 수조에서 프로펠러에 의해 흐르기 때문에 자

유표면 근처에서 속도 손실 경사현상과 배의 선,

수부분의 단면 유속 분포가 균일하지 못하여 실험

에 영향을 비친다.



스텝을 가진 선형의 저항특성 비교연구

손창련 *✝ 박충환, * 진송한, * 지혜련, **, 김우전**

중소조선연구원
*

목포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

A Comparative Study on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the Hull Form
with a Step

C.R. Son *✝ , C.H. Park*, S.H. Jin*, H.R. Chi**, W.J. Kim**,

Research Institute of Medium & Small Shipbuilding
*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Marine Eng., Mokpo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model tests and CFD calculations are performed to compare the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a small planning boats with a step in the hull bottom. The bottom

step is introduced at the proper point of hull bottom in order to reduce viscous resistance. The

stepped hull bottom is expected to generate flow exfoliation and reduce a wetted surface so

that air lubrication would reduce frictional resistance. The model test was carried out in the

relatively low speed range, due to the limited speed range of CWC. In the low speed range the

stepped hull did not show any improvement, rather resistance was increased. Flow pattern

obtained by CFD calculation in the low speed range illustrates that momentum passing off the

step is not enough to make the step a fully separated zone. However, in the high speed

range, CFD result shows the fully separated flow pattern inside the bottom step, and the

resulting viscous resistance was reduced. It is probable that the step in the bottom of a small

planning boat can reduce viscous resistance in the high speed range.

점성저항 활주형선Keywords: Viscous Resistance( ), Planning hull boat( ), Air lubrication※

공기 윤활법 스텝선형 모형시험method( ), Stepped Hull( ), Model test( )

주저자, E-mail:✝ crson@rims.re.kr

Tel: 061-272-5753

서론1.

선체의 마찰저항감소는 선형변화 침수표면,









ROUND BILGE 반활주선의 STERN WEDGE 및 SPRAY STRIP 고찰   

서영남✝*, 서관희*, 이정관*

(주)한진중공업 특수선설계팀*  

A Review on Stern Wedge and Spray Strip for Semi-planing Craft 

With  Round Bilge  

Y. N. Seo✝*, K. H. Seo*, J. K. Lee*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Special Ship Design Team*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effect of stern wedge and spray strip to reduce the resistance 

for semi-planning craft with round bilge. Optimization of stern wedge was determined by 

model test and the optimized stern wedge reduced resistance by maximum 11% at high 

speed. Spray strip model test was performed with optimized stern wedge. This paper shows 

spray strip combined with stern wedge not only reduced resistance by 5% at maximum 

speed but also enlarged resistance decrease zone contrast to a sole stern wedge. 

※Keywords: Semi-Planing hull(반활주형선), Stern wedge(선미쇄기), Spray strip(물보라 억제장치),  

            Model test(모형시험)

1. 서론

선체 외판에 부착되는 부가물에는 여러종류가 

있으며, 이들 부가물들은 각각의 고유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부가물들의 주요 설계 요소들

을 적절히 설계하게 되면 저항감소 효과를 향상 

시킬수 있으며, 또한 부가물들 간의 적절한 상호 

작용을 통해 단독의 부가물에 대한 효과보다 더 

좋은 저항감소 효과를 얻을수 있다.

✝주저자, E-mail: stoponam@hanmail.net

Tel:051-410-8025

   

 

Stern wedge는 선박 후단의 buttock line을 변

경하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소형 및 대

형 군함의 저항감소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소형 군함의 경우 선미의 양력증가에 의한 트림변

화에 의해 저항감소 효과를 가져오지만, 대형 함

정의 경우 트림의 변화가 매우 작기 때문에 트림

에 의한 저항감소 보다는 트랜섬 주위의 유동장 

개선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abor Karafiath 

& Steven C. Fisher 1987). 

Stern wedge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에서 



항주자세를 고려한 쌍동선의 저항특성에 관한 연구

장동원 *✝ 김우전, * 손창련, ** 진송한, **

목포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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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a Catamaran due to interval change between two hulls

Dong-Won Jang *✝ , Wu-Joan Kim*, Chang-Ryeon Son**, and Song-han Jin**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Marine Eng., Mokpo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Medium&Small Shipbuilding**

Abstract

In this paper a catamaran with variable LCG and side hull interval has been suggested. This

new catamaran changes its posture when side hull interval varies, since LCG moves forward as

two side hull gets closer. Model tests are performed to confirm the changes of resistance

characteristics. Trim and sinkage were also measured. It is assessed that the newly suggested

catamaran can be adopted as a pleasure boat. It is likely that the LCG variation with side hull

interval change can be a good way to control ship's posture to adjust to sea condition.

저항성능 쌍동선 모형실험Keywords: Resistance characteristics( ), Catamaran( ), Model test( ),※

무게중심 종방향 위치 변화 선체간 간격Variable LCG( ), Interval between two hulls( )

서론1.

모든 배에서는 의 위치가 배의 특성을 결정LCG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활주형 선박의 경우.

위치에 따라 속도와 항주자세에 영향을 받LCG

게 된다신정일( 2004).

주저자, E-mail:✝ moohakja@mokpo.ac.kr

Tel: 061-450-7846

때문에 배를 설계할 때 위치를 잘 고려하여LCG

설계 하여야 한다 특히 레저선박은 더욱 이러한.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LCG

위치에 따라 항주자세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배의 저항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승선감,

을 모두 충족하기는 기존의 선박형태로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초고속 상태에서의 저항 및 운동의 수치계산 
김 경 환*, 김 용 환† *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Computation of Wave Resistance and Motions at Very High Speed 

Kyong-Hwan Kim*, Yonghwan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numerical computation of wave resistance and ship motion when 
the forward speed is very high. When the Froude number is very high, the numerical 
schemes based on Neuman-Kelvin and double-body formulations are known to be not 
applicable. The present study i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 perturbation formation 
may be still valid at the Froude number close to 1.0, in particular case when a body is very 
slender. This study applies the double-body formulation for the computation of wave 
resistance and motions near Froude 1.0, and the results are carefully observed.    

 ※Key words: Panel Method(패널법), Wave Resistance Problem(조파저항 문제), Ship 
Motion (선박 운동), High Speed Ship(초고속선) 

 

1. 서론 
 
Froude number 가 대단히 큰 초고속 상태에서의 
조파저항 해석 및 운동 해석에 대한 수치계산은 많
은 결과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Froude number 가 
0.35 을 넘지 않는 일반적인 선박의 경우, 이미 
Neuman-Kelvin (N-K) 이론이나 double-body (D-
B) 정식화를 통한 수치계산 기법들의 개발이 많이 

책임저자,  E-mail : yhwankim@snu.ac.kr 주저자, 
주저자, 주저자,  Tel : 02-880-9226 

소개된 바 있으나, Froude 수가 O(1)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는 N-K 이론이나 D-B 정식화가 기본적으로는 
작은 Froude number 이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저속이론으로 알려진 기법들이 세장
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Froude number – 즉, 
O(1)-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기본 가정에
서 시작한다. 즉, 선박이 대단히 세장선일 경우, 선
박의 진행이나 운동으로 인한 섭동 포텐셜이 전체 
포텐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패널절단법을 사용한 선체주위 비선형 포텐셜 유동해석

최희종*✝ 김진, * 김광수, * 반석호,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Nonlinear Potential Flow Analysis around a Ship Using a Panel Cutting Method

H.-J. Choi*✝, J. Kim*, K.-S. Kim*, S.-H. Van*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method was developed to solve the flow phenomena around a ship

advancing on the free surface with a constant speed. In this method the non-linearity of

the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s was solved using iterative method and the raised

panel was used during each iteration step. Numerical calculations were performed to verify

of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method using Series 60(CB=0.60) hull. The wave resistance

coefficients were compared between the computed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wave heights were also compared at Fn=0.316 and 0.25. The comparison showed the good

agreement between the computation and the experiment.

Keywords: Potential flow, Panel cutting method, Nonlinear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s,※

Series 60(CB=0.60) hull

서 론1.

포텐셜유동해석기법을 사용하여 물체주위의 유

동현상을 예측하고자하는 시도는 이미 세기 후19

반부터 시도되었으며 그 이후 일세기에 걸쳐 여러

공학 분야에 접목되어 개발되고 발전되어오고 있

으며 그 중에서도 항공분야와 조선분야에서는 괄,

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컴퓨터 데이.

주저자, E-mail: choihj@moeri.re.kr✝
Tel:010-5509-0005

터 처리속도가 급속하게 향상된 세기 후반에는20

전산처리기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의 괄목할만한 발

전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에 따른 훌륭한 연구업적들이 발표되고 있다.

포텐셜유동해석기법 중에서 선체주위의 유동해

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법인 패널법은 1950

년대 후반에 항공기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

여 개발되었으며 와 는 패널법, Hess Smith(1962)

을 사용하여 차원 형상을 가지는 물체 주위의 유3

동현상을 해석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패널법이.

선박유체역학분야에 적용된 것은 년대 후반1970

으로 와 은 자유수면Gadd(1976) Dawson(1977)

위를 항주하는 선박주위의 유동현상을 해석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은 선형화. Dawson(1977)





국소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차원 수로에서의3
소파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

유 동 열 *✝ 배 광 준, *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A Numerical Analysis for A Zero Transmission of An Incident Wave in Three
Dimensional Channels Using The Localized Finite Element Method

Dong-Yul Yoo *✝ , Kwang-June Bai*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Abstract

A numerical method for a wave diffraction problem in a three dimensional channel is

developed for a linear free surface condition. The physical model is a channel of various

shape connected to an open sea. For a channel with a specific side trench the

transmission coefficient can be zero. In this paper this is investigated by numerical

computations. It is assumed that the fluid is invisid and incompressible and its motion is

irrotational. From the continuity equation, the Laplace equation can be obtained as the

governing equation. The surface tension at free surface is neglected. The free surface

condition can be linearized. The numerical method used here is the localized finite element

method based on a variational formulation. It is found for a specific shape of the side

trench that the transmission coefficient becomes zero, which means that there is no

disturbance in the downstream of the trench. Based on this investigation, one can apply

this method to find a better design of a calm harbor for a specific wave length of incoming

wave.

Keywords:※ 파 산란 반사 계수Wave diffraction( ), Reflection & Transmission coefficient ( &

투과 계수 소파 국소유한요소법), Wave absorber( ), Localized finite element method( )

서 론1.

운하 항만 진입수로 및 강 하구에 진입하,
주저자, E-mail: bebryul4@snu.ac.kr✝

Tel:02-880-7337

는 해양파와 운행하는 선박이 만든 파가 정
박중에 있는 선박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
한편간단한 직사각단면의 수로의 바닥이나,
옆벽에 적절한 변화를 줌으로써 진입하는 특
정 파장의 해양파의 투과 계수를 으로 할‘0’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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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중의 바지형 선박의 유탄성응답해석

이승철* 구자삼, *† 김철현, * 조효제, ** 하문근, ***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삼성중공업***

A Hydroelastic Response Analysis of Barge type Ships in Regular Waves

Seung-Chul Lee*, Ja-Sam Goo *† , Chuel-Hyun Kim*, Hyo-Jae Jo** and Mun-keun Ha***

Dept.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s Engineering, Pukyoung Nat'l Univ., Busan, Korea*

Div. of Ocean System Engineering, Korea Marine Univ., Busan, Korea**

Samsung Heavy Industries***

Abstract

When ships are advancing in waves, it ships cause hydroelastic responses and this is

affecting big structural stability and fatigue etc. of ship.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need to consider this in structure design calculating hydroelastic responses exactly in

shipbuilding circle that is building much large size ship. The developed numerical approach

is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 three-dimensional source distribution method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includ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 by regarding a ship as many hull

elements connected with elastic beam elements.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and numerical ones obtained in the literature. The results of comparison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pproach.

탄성응답 유체구조상호간섭Keywords: Hydroelastic Response( ), Fluid-structure interaction( ),※

차원 특이점분포법 유Three-dimensional source distribution method(3 ), Finite element method(

한요소법)

본문작성의 예1.

선박이 파랑 중을 항해할 때 선박은 탄성응답,

✝주저자, E-mail: jsgoo@pknu.ac.kr
주저자,✝ Tel:051-620-6486

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과,

피로파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확한 탄.

성응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파랑하중을

산정한 다음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단계적인 방, 2

법보다는 유체 구조 상호간섭을 고려하여 일괄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법개발이 긴요한 실정이

다.

통상의 선박에 대한 유탄성 응답에 관해서 스트



CPMC를 이용한 구속모형시험

김연규1✝*, 김선영2*, 손남선3*, 김영식4*, 강남선5*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Captive Model Test Using CPMC

Yeon-Gyu Kim1✝*, Sun-Young Kim2*, Nam-Sun Son3*, Young-Sik Kim4* and Nam-Sun 

Kang5*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CPMC(Computerized Planar Motion Carriage) and 4 DOF captive 

model test system which were installed on Ocean Engineering Tank of MOERI. CPMC is 

able to impart an arbitrary horizontal motion to a model ship so that it can be used to 

carry out captive model tests more generally than PMM or Rotating Arm System. Pilot 

captive model test results have been made for 9,000 TEU container ship with bare hull 

model.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PMM test results with same model ship but with 

propeller and rudder. The comparisons show good agreements for static drift test but show 

large discrepancy for turning test. The differences between two test results are discussed.

 ※Keywords: CPMC(CPMC), Captive model test(구속모형시험), Maneuverability(조종성능), 4 

DOF(4자유도), Turnign test(선회 시험), 

1. 서언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MOERI)

는 2005년 6월 해양공학수조에 대형제어형 예인

전차 CPMC(Computerized Planar Motion

✝주저자, E-mail: ygkim@moeri.re.kr

Tel:042-868-7262

 Carriage)를 설치하였다. CPMC는 주전차(X 전

차), (Y 전차)로 구성되어 있고, 부전차에는 회전

대(turn table)가 부착되어 있어, 수평면상에서 임

의의 선운동 및 회전운동을 정밀제어할 수 있는 

장비이다(김선영 등 2005).

CPMC를 활용한 주요 모형시험의 하나는, 선박의 

조종성능 평가를 위한 모형시험으로 구속모형시험

(captive model test) 및 자유항주시험(free 

running test)을 들 수 있다. 조종성능 평가를 위



Twisted Leading Edge 방향타를 적용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조종성 시운전 결과의 검토

양지만✝*, 이윤기*, 계상경*, 임정대*, 심현상**

현대삼호중공업(주) 선박해양연구소*

현대삼호중공업(주) 설계부문**

A Evaluation of the Maneuvering Performance of the Twisted Leading Edge 
Rudder for the Large Container Carrier at Sea-trial

Jiman Yang*, Yoonki Lee*, Sangkyoung Gyea*, Jungdae Lim* and Hyunsang Shim**

Ship and Ocean Research Dep't.,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Co., Ltd.*

Design Dep't.,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Co., Ltd.**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rudder cavitation cause many severe problems such as rudder 

surface erosion, hull vibration and noise for the large container carriers. To avoid those 

cavitation-raising problems, new-built container ships are equipped with the full spade 

rudder without gaps between horn and rudder. In this paper, the maneuvering performances 

of the twisted leading edge rudder and horn-type rudder at sea-trial are described. The 

sea-trial results at ballast condition for the 8,200 TEU class container carriers equipped with 

twisted leading edge rudder and horn-type rudder are compared. The maneuvering 

performances at scantling condition are simulated by software program. The sea-trial an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twisted leading edge rudder of smaller movable area 

performs the maneuvering equally to the horn-type rudder.

※Keywords: Rudder cavitation(타 공동현상), Full spade rudder(전가동타), Horn-type rudder(혼 

타), Twisted leading edge rudder(꼬인 형상의 타), Maneuvering performance(조종성능), 

Sea-trial(시운전)

✝주저자, E-mail: jmyang@hshi.co.kr

✝주저자, Tel: 061-460-2655



                                                          



선박의 조종특성에 관한 연구RIB

손남선 *✝ 이창민, * 윤현규, * 김선영, * 강남선, * 유재훈,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Study on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Rigid Inflated Boat (RIB)

Nam-Sun Son *✝ , Chang-Min Lee*, Hyun-Kyu Yoon*,

Sun-Young Kim* , Nam-Sun Kang* and Jae-Hoon Yu*

MOERI/KORDI*

Abstract

Sea trial tests of Rigid Inflated Boat (RIB), which will be used as a hull of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are carried out for its maneuverability analysis. The length, breadth

and maximum speed are about 9.6m, 3.3m and 40 knots, respectively. As sea trial tests,

maneuvering tests such as 30° turning test, spiral test and rudder response test, are

planned. DGPS and IMU for measurements of position and attitude are used and main

data-logging controller is also installed in RIB. Sea trial test is carried out in coastal sea

area near Gwang-An-Li of Busan. RIB is controlled by navigational officer and steersman.

Sea state is lower than 4. As results of sea trial tests, it is found that tactical diameter is

about 2.5L and spiral characteristics are stable. Response delay is not appeared in rudder

response test.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RIB and sea trial test is introduced and its

maneuvering characteristics are also discussed.

Keywords: Rigid Inflated Boat (RIB), Sea trial test, Ship maneuverability,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서 언1.

로도 불리우는Rigid Hull Inflated Boat (RHIB) ,

E-mail:✝ namsun76@moeri.re.kr,T:042-868-7278

선박은 선체가 손상을 입어도 주위의 부유체RIB

에 의한 부상 이 가능하고 해상 중 어느 곳( ) ,浮上

이라도 충돌위험이 적어 이접안이 용이하다는 운

용상의 편리성 때문에 레져용 구조구난용 그리, , /

고 정찰수색용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이 사용되고/



추진 쇄빙선에 대한 조종특성에 관한 연구POD

손남선 *✝ 김선영, * 김연규, * 강남선,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Study on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POD Icebreaker Ship

Nam-Sun Son *✝ , Sun-Young Kim* ,Yeon-Gyu Kim* and Nam-Sun Kang*

MOERI/KORDI*

Abstract

Based on Computerized Planar Motion Carriage (CPMC) in MOERI, free-running model

tests on POD Icebreaker Ship (PIS) are carried out. Lpp, breadth and draft of PIS are 95m,

19m and 7.5m respectively. Scale ratio is 18.667 and PIS has twin PODs. The standard

maneuvering model tests such as turning test and zig-zag test are originally planned in

design speed, 12.0 knots, but due to length limit of square tank in MOERI, 10°/5° zig-zag

test is carried out in replace of 10°/10° zig-zag test. Therefore, maneuver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ifference of speed are firstly studied through 10°/10° zig-zag test in low

speed, 8.4 knots and then, those in 10°/10° zig-zag test in design speed, 12.0 knots can

be estimated through numerical simulations. Difference of zig-zag 1st overshoot in between

model test and numerical simulation is about 1.7 deg and it is reasonable. It is found that

PIS satisfies all the IMO maneuvering standard condi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model

tests and numerical simulations.

쇄빙선 자유항주시험Keywords: POD, Icebreaker( ), Free running model test( ), Ship※

선박조종성능 조종성능 기준maneuverability( ), IMO maneuvering standard(IMO ), CPMC

서 언1.

쇄빙선은 남북극 등의 빙해역에서 얼음을 깨면

E-mail:✝ namsun76@moeri.re.kr

Tel: 042-868-7278

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약 여년 전부, 100

터 러시아에서 북극해안에서의 항로개척을 위해

개발되어 왔다 년 쇄빙유조선. 1969 , Manhattan

호의 개조를 위해 최대규모의 빙해수조를 건설했

던 핀란드를 중심으로 노트로 쇄빙항해가 가능, 8

하고 개수상에서는 노트 항해가 가능한 다목적16









위그선의 운동 모델 정립을 위한 기반 연구 
 

여동진† *, 이한진*, 강창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A preliminary study for establishing equations of motion for WIG craft 

Dong Jin Yeo*, Han-Jin Lee*, and Chang-Gu Kang* 

Marine Transportation & Safety Research Department, MOERI/KORDI*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WIG craft’ s motion equation is conducted. 

Four typical wig configurations are surveyed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are compar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ossible operation scenario and categorize the states of 

operational scenario into representative states, external forc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establishing motion equations are suggested. 

※Keywords : WIG craft(WIG 선), Operation scenario(운항시나리오), External forces(작용 외력)

1. 서론 

WIG(Wing In Ground)선은 지면 효과를 이용하

여 수면 근처의 낮은 고도에서 고속, 고효율로 항

해할 수 있는 차세대 해상운송 수단이다. 또한, 속

도별 수송 효율면에 있어 기존 교통 수단이 도달

할 수 없는 영역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며 특별한 

설비 투자 없이 기존 항만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WIG 선은 1950 년대부터 러시아에서 개

발되어 왔으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중국, 일본 등에서 개발에 착수해 왔다. 

주저자, E-mail : Lonepier@moeri.re.kr 

Tel : +82-42-868-7247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는 

1993 년도 한·러 과학기술 교류사업을 기점으로 

WIG 선의 개발에 힘써왔으며 2002 년에는 4 인승

급 레저용 위그선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20

인승 WIG 선의 개발·제작과 더불어 (김윤식 등 

2005, 신명수 등 2006) 100 톤급 화물 WIG 선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

연구소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추진

하고 있는 100 톤급 화물 WIG 선의 운동 기술 및 

성능 파악을 위한 운동방정식 정립을 고려하여 기

존의 연구에 대한 분석과 운동방정식 정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형태의 WIG 선에 대하

여 살펴보고, WIG 선의 운항 상태 구분을 통해 각 













안테나 주위의 배기 열유체 유동 해석 
박선호 1, 허재경 1, 유병석 1, 이상호 2 

㈜한진중공업 기술연구소 1 
㈜한진중공업 선장설계팀 2 

Heat and Fluid Flow Analysis induced by Exhaust gas around Antenna 

Sunho Park1, Jaekyung Heo1, Byeong Seok Yu1, Sangho Lee2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1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Hull-Outfitting Design Team2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eat and fluid flow around Inmarsat antenna damaged by 
high temperature exhaust gas. Various case studies are performed on relative wind speeds, 
relative wind directions and engine powers. The backward direction of the exhaust gas 
from funnels is changed by the momentum transferred from the wind. A glove-shaped 
temperature distribution occurs around the antenna due to the wind and the exhaust gas. It 
is found that the behavior of the glove-shaped temperature distribution depends on the 
wind direction and the exhaust gas velocity. Full scale measurements a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further the temperature field. 

※Key words : Funnel(연돌), Exhaust Gas(배기), Glove-Shaped Temperature Distribution(장갑모양
온도분포) 

 

1. 서론 
최근 건조되는 선박에서는 선속 및 적재량과 같

은 기본적인 성능과 함께 승조원의 작업환경과 안
전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연돌
로부터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는 선체 및 화물을 
오염시키고 안테나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거주 

주저자,  E-mail : shpark@hanjinsc.com 주저자, 
주저자, 주저자,  Tel : 051-410-3378 

구 등으로 유입되어 승조원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돌에서 배출되는 배기 중에서 soot 는 갑판에 
설치된 구조물 또는 컨테이너 등을 오염시키고, 
거주구에 유입되어 인체에 해를 끼치며, NOx, 
SOx 등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03)에서는 
작업자가 3ppm 의 NO2 에 8 시간 동안, 5ppm 에
는 15 분 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한, 연돌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는 안테나를 



Implementation of Human Factors on Ship Design 

Do-Sig Gong*, Bong-Wang Lee*, Changn-Min Lee*, Han-Jin Lee*

MOERI/KORDI * 

Abstract 

The importance of human performance is gradually increasing by taking into 

account of ship-performance and safety. It has also being required that grafting of 

human factor engineering on the ship-design process for more effective and safer 

ships. This paper reviews current knowledge of the possible human factors which 

could be associated with performance, safety, and comfort.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of human factors on future-ship-

design is conducted. Five aspects -communication, information processing, health 

care, cognitive Process, biotechnology- , which might be essential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performance are selected, and their considerations are 

described. 

Key words: Human Factors( ), Ship Design( ), Huma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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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운반선의 3 차원 온도 분포 해석 시스템 개발 
한용연✝ *, 권진칠*, 김화수*, 김무승**, 최익흥**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구조설계부 *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구조연구실 **  

The development on the 3-dimensional Calculation Program of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Gas Carriers 

Y. Y. Han✝*,  J. C. Kwon*,  W. S. Kim*,  M. S. Kim**  and  I. H. Choe** 

Hull Initial Design Dep't, Hyundai Heavy Industry Co., Ltd.*                                

Hyundai Maritime Research Institute, Hyundai Heavy Industry Co., Ltd.**

Abstract 

For a low temperature cargo carrier, the principal factor for the design of hull structure 
is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hull, since the strength of hull structure increases but the 
toughness of hull material sharply decreases with decrease of hull temperature. In this 
case, without an additional heating, the hull structure of low temperature cargo carrier will 
lose their toughness and unstable fracture will be expec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ver the hull structure to maintain the structure 
prop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omputation program for evaluation 
of 3-dimensional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the hull with 
variables, such as the cargo temperature, geometric variables and design condition as 
specified by the rules.  

※Key words : Heat Transfer Coefficient (열전달 계수), Temperature Distribution (온도분포), 
3-Dimensional (3 차원의), Gas Carrier (가스운반선), LPG carrier (LPG 선), LNG carrier (LNG 선)  
 

1. 서론 

액화 가스를 안정적으로 저장하여 운반하기 

위해서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높은 압력을 유지 

하거나 대기압 부근의 압력에서 낮은 온도를 유 

주저자,  E-mail : hyy3536@hhi.co.kr  
          Tel : 052-230-3539 

지하는 방법이 있다. 당사가 수주 및 제작하고 

있는 액화가스 운반선은 후자의 방법을 적용한 

Type A LPG 운반선, Moss type LNG 운반선 및 

Membrane type LNG 운반선 등이 있다. 임계온
도 이하에서 높은 압력을 유지하여 저장하는 방
법과 달리 대기압에서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저
장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저온의 화물 (-50 ~ 



Air Blowing시 발생한 C.O.T 화물탱크 손상사고 원인규명 
정훈경†‧ 김정훈*‧ 원정호* ‧ 정익선*

 † (사)한국선급 기관기술팀장
 *  (사)한국선급 기관기술팀

Investigation of the buckling on cargo tank during the air blowing  
Hun-Kyung Chung†, Chung-Hun Kim*, Chung-Ho Won*, Ik-Sun Chung*

† Korean Register of shipping, General Manager / Machinery Team
 *  Korean Register of shipping / Machinery Team

Abstract : To eliminate the residual cargo fluid in the pipelines after loading/unloading, the compressed air 
is blown into the related lines. This pipe-flushing air reaches the cargo oil tank and is accumulated in the 
tank. To protect the tank from the overpressure, cargo vapor control system is operated at the preset point. 
At this case, there was an buckling of the corrugated bulkhead by over-pressure during the air blowing 
process in spite of the vent valve activation.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the process reported by the 
owner, drawings and other references, the pressure change in the tank under various conditions of blowing 
air and vent valve are estimated by the manual calculations to examine the cause of this accident. As a 
result, time-pressure relations in tank from the start time of blowing at both cases of vent activated status 
and vent non-activated status will be suggested.
Key words : Oil/Chemical Tanker, Air Blowing, Compressed Air, Cargo Vapor Control, P/V Valve 

1. Introduction
1.1 Air Blowing과 Cargo Vapor Control 개요

Oil/Chemical Tanker에 액체화물을 적재/하역 후 
화물관 내부 및 관장치 부분에 잔류하는 화물유는 이종
의 화물과 접촉 시 반응할 우려가 있으며, 응고하여 관
장치의 작동을 방해하고 하역시 화물유의 흐름을 차단
하며, 잔류하는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하여 환
경, 인체, 선박자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선
박에서는 액체 화물의 적재/하역 과정 후에 관련 pipe
망 내에 남아있는 잔류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Air 
Blowing을 실시하게 된다. 

Air Blowing시 육상 화물 이송관의 전, 후단으로 
설치된 밸브를 차단시킨 다음 이송관에 연결된 공급관
을 통하여 요구되는 압력을 얻을 때 까지 육상으로부터 
압축공기를 공급받는다. 요구되는 압력은 통상 115psi 
(0.7928MPa)이다. 충분히 압축공기가 충전되면 본선 
쪽의 차단밸브를 개도한다. 급작스럽게 pipe망에 유입
된 압축공기는 화물관내에 잔류하는 화물을 불어내면서 
관로를 따라 흐르다가 결국 Cargo tank내 도달한다.

정훈경 (사)한국선급 기관기술팀장
       e-mail: hkchung@krs.co.kr
       tel   : 042-869-9440
       fax   : 042-862-6016

Fig1. Arr't for Air Blowing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ELECTRO-CLEANTM 의

IMO 활성물질 초기승인

김은찬✝*, 신경순*, 이강평**, 이인선**, 박대원**, 이기태**

한국해양연구원*, (주)테크로스**, 서울산업대학교***, 경희대학교****

IMO Basic Approval of Active Substances for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ELECTRO-CLEANTM

Eun-Chan Kim✝*, Kyoungsoon Shin*, Kang-Pyung Lee**, In-Seon Lee**,

Daewon Pak***, Kitae Rhie***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Techcross Inc.**,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e ELECTRO-CLEANTM System was granted the basic approval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that make use of active substances by IMO at March 2006.  This 

electrochemical disinfection system Electro-CleanTM uses various active substances 

produced from electrolysis of ballast water.  These active substances attack simultaneously 

an organism or organisms for disinfection so that synergy effect can be expected.  Active 

substances are not added to the system but produced during electrolysis of sea water.  

Some of active substances with a lifetime in nanoseconds like as Hydroxyl Radical are not 

remain until to ballast tank in a ship. The biological efficacy of the electrochemical 

disinfection system Electro-CleanTM System was tested using marine and fresh water 

organisms.

※Keywords: Ballast water(밸러스트수), Electrolysis disinfection(전기분해 소독), IMO 

approval(IMO 승인), Active substance(활성 물질), Radical(라디칼), Chlorine(염소)

✝주저자, E-mail: eckim@moeri.re.kr

          Tel: 042-868-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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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최적화를 위한 선형변환 기법에 관한 연구

이창영 *✝ 김희정, * 전호환, *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The research of the hull modification method
for an optimal hull form

Chang-Young, Lee *✝ , Hee-Jung, Kim* and Ho-Hwan, Chun*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Abstract

The latest, the improvement of computer performance the more comprehensive research

to automatically modify the shape of hull form and hull optimization by CFD-based

optimization technique has been only very recently performed. It is the hull modification

method that the difficult part of the hull optimization. The method of hull modification is

divided into three methods : Mesh Modification method using B-spline, Modification

Function method which Bell shape function to keep the fairness of hull form during the

optimization process, Parametric Modification method which form parameters partially or

totally are formulated. The hull modification carry out using the change of form parameter

which represent hull form. Parametric Modification method which the change of design

parameter is convenient to use and can easily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hull form which

changed form design parameter.

최적화Keywords : Optimization(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ification Function※

변환함수( ), Parametric Modification

서론1.

근래에 이르러 선주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에

주저자, E-mail : migael270@pusan.ac.kr✝
Tel:051-510-2757

의해서 선박의 주요치수와 형상이 다양화됨에 따

라 선주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선형을 설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적의 선.

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매번의 새로운 설계개념

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많은 설계.

자들이 초기 선형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개념설

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선,

형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까다롭고 다양한







석유생산 해양구조물의 수요전망

정하찬✝*, 임성우**, 홍윤식***, 김용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 건축구조연구실** 

포스코 수요개발실 열연수요개발팀***

Prediction of Offshore-Structure Market

H.C. Jeong✝*, S.W. Lim**,  Y.S. Hong***, Y.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Steel Structure Laboratory

***POSCO Hot Rolled Steel Market Development Team

Abstract

Due to the high need of energy, oil exploration moves in deeper ocean. The market 

prediction of floating and fixed offshore structures for oil production is considered in the 

present paper. In deep water, it seems that floating structures, i.e. FPSO, TLP, Spar, FPS, 

are the only solutions for oil production. Among them, FPSO will be dominant in terms of 

expenditure. In particular, the investment to African and Asian areas will be increased. In 

the case of the fixed platform, the expenditure will not be large but is predicted to be 

stable. 

※Keywords: Offshore structures (해양구조물), oil production(석유생산), offshore market   

prediction (해양구조물 시장예측)

1. 서론

2003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유가는 처음엔 

✝주저자, E-mail: hachani7@snu.ac.kr

         Tel: 02-880-7337

          

투기자본에 의한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되었

다. 배럴당 35달러를 밑도는 가격대를 형성하던 

유가는 2005년 12월 기준으로 배럴당 55달러를 

웃돌아, 말 그대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역

사적으로 석유수요는 인구증가와 비례하게 증가해

왔다. 2010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설 것



Preliminary Study on the Operating Infra 

and Commercialization for a Large Cargo WIG Craft 

Do-Sig Gong*, Dong-Seok Hahm**, Seok-Jin Kang**, Han-Jin Lee*

MOERI/KORDI * , MOMAF**

Abstract 

WIG (Wing In Ground-effect) crafts are novel type of high speed marine 

transportation and could be appreciated as crossover between ships and aircrafts. 

In order to introduce the large cargo-handling WIG Craft into the practical 

commercial market, domestic/international all the aspect of operational 

environmental infra viz. regulations, operating infra, commercialization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design & construc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result of 

preliminary study on these operational environmental infra for the WIG craft 

Key words: WIG Craft( ), Operating Infra( ), Commercialization 

(WIG Craft: Wing-In-Ground Effect 

C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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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 해석기반의 선박운항 M&S 구현을 위한 HLA 개념의  

복합연동 Simulation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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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Compound Simulations Exploiting the HLA Concept  

for Implementation of Ship-Navigation M&S Technique with Physics-Based Model 

Changnmin Lee
*

, Key-pyo Rhee
 **

, Hanjin Lee
*

, Dosig Gong
* 

MOERI/KORDI
 *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Ship navigation simulators are technologies-complexes, demanding a variety of studies 

such as modeling of ships, navigation-characteristics, virtual reality (VR), and data 

communication. The simulators have traditionally being used for the elevated training of 

navigation officers and expanded their application areas with proven increase of 

effectiveness. In this paper, an effective program for marine simulator development was 

postulated, which could be applicable to: assessment of ship navigation safety; training of 

navigation officers, research for enhancement of ship maneuverability; development of new 

safe navigation equipment. The postulated methodology enables us the development of 

simulators applicable to the supporting of design and the verification of existing training 

system, and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virtual prototype/digital 

mock-up and the research of simulation-based-design. 

※Key words : compound operation (연동운영), design confirmation (설계 검증), HLA (High Level 

Architecture), M&S (Modeling & Simulation), physics based modeling (동역학 해석), 

ship navigation simulator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주저자,  E-mail : cmlee@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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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측정기반 선체블록 가상탑재 시스템 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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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메카텍
***

A Study on Virtual Assembly System for Ship Blocks based on 3D Measurement

Sung Chul Shin *✝ , Deok Eun Kim**, Soo Young Kim** and Myung Sup Han***

Division of Ocean System Engineering,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Korea*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Dongmyung Mecca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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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블록건조공법은 용접이나 기타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변형이 원인이 되어 블록 탑재 시 블록

간의 부재 겹침 단차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원 측, . 3

정기반 선체블록 가상탑재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탑재시스템의 기본 기능.

을 상세화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기본 기능에는 블록의 설계정보와 실물 블록의 측정정보를 비교.

하여 블록 변형도 분석을 수행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탑재 시뮬레이션,

을 수행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탑재에 필요한 최적의 블록탑재 정보를 산출하,

는 것이 포함된다.

블록조립 블록탑재 블록변Keywords: Block Assembly( ), Block Erection( ), Block Deformation(※

형 차원 측정 선박생산), 3D Measurement(3 ), Ship Production( )

서론1.

현재 국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대부분의 대

형 선박은 과 같은 블록건조공법을 채택하Fig. 1

여 건조되고 있다.

주저자, E-mail: scshin@mmu.ac.kr✝
Tel:061-240-7264

블록건조공법은 선체의 각 부위를 수십 혹은 수

백 개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이를 소조립 중조립, ,

대조립 탑재 과정을 거쳐 선체를 완성하는 방식,

으로 공기단축 도크회전율 증가 등 생산성 측면,

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Yuuzaki and

Okumato 1992).

블록건조공법은 그 특성상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선체의 재료는 박판으로.

절단 가공 용접과정을 통하여 블록으로 조립된, ,



6200 TEU 컨테이너선의 H.F.O. Tank 위치에 따른 Warping Stress 에 관한 검토 

심종원*, 양윤호, 김보언 

㈜한진중공업 기술연구소 

A Review on the Warping Stress of 6200TEU Container Ships for the location of 
H.F.O. Tank 

Jong-Won Sim , Yunho Yang, Bo-Eun Kim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요 약 

컨테이너 선박은 Torsion 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warping stress 평가
는 컨테이너 선박의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이 되고 있다. 통상 선박의 warping 
stress 를 구하는데 있어서 선급규정을 적용하거나, 3 차원 전선모델을 대상으로 한 유한요
소해석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MSC 
Patran, MSC Nastran 을 사용하여 H.F.O. Tank 유무에 따른 warping stress 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Key words : H.F.O Tank (Hydro Fuel Oil Tank : 연료유탱크) 
 

1. 서론 
컨테이너 선박은 대형 개구부 갑판을 가지며, 비

틂 강도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러한 Torsion 에 따라 유발되는 warping stress 에 
대한 구조해석 수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조중인 6200TEU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H.F.O. Tank 의 유무에 따른 Global Ship Analysis
를 수행하여, warping stress 의 분포를 살펴보고, 
LR 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산식과 비교 검토하였다. 

*주저자,  E-mail : jwsim@hanjinsc.com 주저자, 주
저자, 주저자,  Tel : 051-410-3354 

2. 주요요목 (Principal Dimensions) 
- Length O.A    :  300.0  m 
- Breadth     :  40.0    m 
- Depth     :  24.6   m 

3. 전선해석  
 Lloyd 에서 제시하는 Procedure 에 따라서 본선
에 대한 전선해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전선 해석에 적용된 Load Case는 다음의 
Table 1과 같으며, Torsional case인 경우에 대
해서는 선급 Rule에 의한 hydrodynamic torque 





대형 컨테이너선의 플레어 슬래밍 계측 연구 (Ⅱ)
- 슬래밍 압력 특성 분석 -

이탁기✝*, 임채환*, 김영남**, 허주호***, 김병현*

한국기계연구원 시스템엔지니어링연구본부*

(주)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주)** 

A study on measurement of flare slamming of large container vessel (Ⅱ)       
 - Characteristic analysis of measured slamming pressure -

Tak-Kee Lee✝*, Chae-Whan Rim*, Young-Nam Kim**, Joo-Ho Heo***, Byung-Hyun Kim*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Abstract

As a container vessel becomes larger, the bow flare becomes larger. The large bow flare 

structures are often subjected to dynamic pressure loads due to bow flare slamming 

occurring in rough sea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bow 

flare slamming pressure measured in a real voyage through the North Pacific Ocean. The 

characteristics of impact pressure load caused by slamming is addressed in terms of the 

pressure pulse-time history which involves rising time, peak pressure, decaying time and 

type of pressure decay. The values were presented using non-dimensional parameters.

※Keywords: Large Container Vessel (대형 컨테이너선), Flare Slamming (플레어 슬래밍), 

Onboard Measurement (실선 계측), Pressure Transducer (압력계), North Pacific (북태평양)

1. 서론

최근 컨테이너선은 보다 대형화되고 고속화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주저자, E-mail: tklee@kimm.re.kr

          Tel:042-868-7473

8천 TEU급 컨테이너선은 2002년 Maesk Zealand

의 S Classic 컨테이너선 이후 200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총 30척 이상이 운항 중에 있으며, 1만 

TEU급 선박도 금년도 중에 3척 이상이 인도될 전

망이다.

컨테이너선의 선수 플레어 구조는 슬래밍에 의

해 충격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박이 커질

수록 선수 플레어 형상이 커지게 되어 거친 해상



 
 

Preliminary Assessment of Various Structural Topologies for A WIG Craft 
 

H.K. Jeong*, K.J. Kang, C.G. Kang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Abstract 
A WIG (Wing In Ground-effect) craft flies close to the water surface by utilizing a cushion of relatively high-pressure 
air between its wing and the water surface. This implies that when one designs such craft,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weight efficient, lightweight structure. To fulfill this requirement, this paper deals with the simple but efficient 
structural assessment of metallic/non-metallic stiffened/un-stiffened plates under a lateral pressure load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material and configuration at the preliminary design stage of a WIG craft. A generic rectangular 
plate is considered then its structural topology is varied for the structural assessment. The proposed various structural 
topologies include high-strength steel web-frame stiffened plate, aluminium-alloy (AA2011-T6/AA7075-T6) web-
frame stiffened plates, CFRP/GFRP top-hat stiffened single skin laminated plates, high-strength steel web-frame 
stiffened CFRP/GFRP single skin laminated plates, high-strength steel web-frame stiffened CFRP/GFRP sandwich 
plates, CFRP/GFRP top-hat stiffened sandwich plates and CFRP/GFRP un-stiffened (monocoque) sandwich plates. 
For sandwich plate constructions, a PVC foam core is used throughout. Those 13 different structural topologies are 
assessed using elastic closed-form solutions. In the assessment, a set of stress limit obtained from practice is imposed 
as a design constraint, and the geometry dimensions and weights of the structural topologies are calculated and 
compared to identify which structural topology can be suitable for the structural member of the WIG craft. 
 
*Key words: High-strength Steel Structure, Aluminium-Alloy Structure, GFRP/CFRP Structures, Structural Topologies, Preliminary 

Structural Assessment, A WIG Craft 

 
 

1. INTRODUCTION 
 
A WIG (Wing In Ground-effect) craft flies close to the 
water surface by utilizing a cushion of relatively high-
pressure air between its wing and the water surface. 
This implies that when one designs such craft,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weight efficient, lightweight 
structure. 
 
* Corresponding author, E-mail: hkjeong@moeri.re.kr    

Tel: 042-868-7227 

Stiffened plated structures require simple fabrication 
methods and have good strength to weight ratios. For 
these reasons, they can easily be found in many 
engineering transportation as important secondary 
structural members. A conventional web-frame 
stiffened metallic plate is a typical example and has 
extensively been used in transportation industries. 
Structural topology of this conventional stiffened plate 
has been varied as manufacturing techniques advanced 
and new building materials introduced. Non-metallic 
materials like the FRP (Fibre Reinforced Plastics) 



쇄빙선의 빙하중 추정

임채환
†*

, 이탁기
*

한국기계연구원 구조시스템신뢰성연구센터
*

Estimation of Ice Load on a Icebreaker

Chae Whan Rim
†*
, Tak-Kee Lee

*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

Abstract

Ice load acting on a research vessel with icebreaking capability is estimated. 

Existing measures ice loads are used to get global load and local load. The global 

load is for analyse the bending behavior of the vessel during ice breaking 

operation mode. The local load is for estimating the bow structural behavior. The 

global load is predicted using the data from analysis of ship motion during ice 

breaking. The local load is predicted using the data from strain gage attached to 

bow frames. 

※Keywords: Icebreaker(쇄빙선), Ice load(빙하중)

1. 서언

쇄빙선에 작용하는 하중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직 이론의 여지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을 추정하기 

위하여 쇄빙선의 실선계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러나 쇄빙선의 빙하중 계측 자료가 많지 않고 이

들 계측 자료마저도 데이터의 분석에 따라 여러 

가지의 하중 예측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

다. 

✝주저자, E-mail: cwrim@kimm.re.kr

✝주저자, Tel:042-868-7415

본 논문에서는 최근 분석된 CCGS Louis S. 

St-Larent호의 계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선에 

작용하는 선수부 빙하중과 국부 압력을 추정하였

다.

대상 선박은 해양수산부가 개발하는 7,000톤급 

해양과학 조사선이다. 해양과학 조사선은 남북극

을 항해 하면서 해양과학 조사와 극지기지의 보급

물자 수송 등 연구지원 활동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쇄빙기능이 필수적이다. 해양과학 조사선은 한국

선급규정에 따라 설계 되었으며 빙하중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DnV의 POLAR-10 규정에 

따라 설계 되었다. 









극심해용 반잠수식 구조물에 연결된 라이저의 피로수명에 관한 고찰 
정현수*, 최항순**, 하문근***, 김영복***, 이진호***, 이준영***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                                           

삼성중공업 ***  

 A Study on Fatigue Life of Riser Connected to                        
Semi-Submersible in Ultra Deepwater 

Hyeon S. Jeong *, Hang S. Choi **  

Moon K. Ha ***, Young B. Kim ***, Jin H. Lee ***, Jun Y. Lee ***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Marine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Abstract 

Nowadays the water depth of oil fields under developments is moving to ultra deepwater 
about 2,000 m. In these newly developed fields,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normally very 
severe and the tension acted in risers is very high. Therefore the fatigue life of the riser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his paper describes the fatigue life assessment of the steel catenary riser (SCR) which is 
adapted to production semi-submersible in ultra deepwater. Herein two different SCR 
configurations are considered; the simple catenary SCR and the lazy wave SCR with buoy. 
At first, the wave-frequency motions of the production semi-submersible are calculated. 
Then the fatigue life of two different SCRs is estimated by spectral method. The fatigue life 
of the wave lazy SCR is much longer than that of the simple catenary one due to reduced 
amplitude of bending moment. 

※Key words : Ultra Deepwater, Semi-Submersible, SCR, Fatigue Life, Spectral Fatigue Analysis 

정현수 E-mail: hs1010@snu.ac.kr, Tel: 02-880-7335 



Shell 요소를 이용한 필릿용접부의 피로 파손모드 평가에 관한 연구

김정환✝*, 강성원*, 김명현*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A Study for the Fatigue Failure Mode Assessment of Fillet Weldments using 
Shell Elements

Jeong-Hwan Kim✝*, Sung-Won Kang*, Myung-Hyun Kim*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study, a methodology for the assessment of fatigue failure mode of weldments 

due to partial penetration weld has been carried out by using structural stress method. 

Structural stress calculation procedure using shell element based on equilibrium 

considerations by using nodal forces and moments is employe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tructural stress calculation procedures for partial penetration welds can be used to 

determine a minimum weld leg size beyond which weld throat failure modes can be 

effectively suppressed. Based on the result from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develop a 

more precise fatigue strength evaluation technique and to reduce time and cost associated 

with the fatigue design of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Keywords: Fatigue failure mode(피로 파손모드), Partial penetration(부분 용입), Root failure(루

트 파손), Structural stress(구조응력), Weld leg length(용접 각장)

1. 서    론

  선박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의 피로파괴는 

주로 응력이 집중되는 용접 연결부에서 발생

한다. 이러한 구조물의 피로설계에는 주로    

  

✝주저자, E-mail: oolyang@pusan.ac.kr

          Tel:051-510-2751

공칭응력(Nominal Stress) 및 핫스팟 응력 

(Hot spot Stress)이 사용되고 있다. 공칭응

력을 바탕으로 피로설계를 할 경우에는 각각

의 용접부 형상에 대한 피로시험을 따로 수

행하여 S-N곡선을 구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며, 최근 선급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는 

핫스팟 응력 산정법은 응력 집중부 근처에서

의 요소크기에 따라 매우 민감한 변화를 보



함정용 배전반 용접부의 후처리 방법에 따른 피로강도 증대 효과에
대한 연구

김명현 *✝ 강성원, *, 최재영*, 강민수*, 정지영**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주 기술연구소( )KTE **

A study on the Fatigue Strength Improvement Using Post Welding Treatment of Electrical Panels in
Naval Vessels

M. H. Kim ,✝ * S. W. Kang*, J. Y. Choi*, M. S. Kang*, J. Y. Chung**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KTE Co., R&D**

Abstract

Structural reliability of electrical panels installed in naval vessels is of critical importance

from structural performance viewpoint. The panels may be exposed to vibration and fatigue

loadings from internal and external sources and wave loading which result into a crack and

fracture due to the decrease of fatigue strength. In this study, common methods such as

burr grinding and post weld heat treatment (PWHT), for the fatigue strength improvement of

weldments are investigated. Weld burr grinding is carried out using a electric grinder in order

to remove surface defects and improve the weld bead profile. And also PWHT i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remove defects and residual stresses.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post

treatment methods is evaluated in terms of fatigue strength improvement of welded

structures.

피로시험 패널 브래킷 용접후열처리Keywords: fatigue test( ), panel bracket( ), PWHT( ), burr※

버 그라인딩 전장반 용접구조물grinding( ), distributing board( ), welded structure( )

서론1.

가혹한 전투 환경에 노출되는 함정과 그 탑재

주저자, E-mail: kimm@pusan.ac.kr✝
Tel:051-510-2486

장비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기 위한 저진동저․
소음 성능은 물론 심한 진동과 충격에 대해

서도 기능을 보전할 수 있는 고도의 방진내․
충격 성능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각국 해군에서는 함정에 대하여 선체구조는

물론 주요 탑재 장비에 대한 방진 및 내충격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API 2W 강재의 피로강도 특성 연구

임성우*, 이주성✝**, 서영석**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

On the Fatigue Strength Behaviour of API 2W Steel

Sung-Woo IM*, Joo-Sung Lee✝** and Young-Seok Seo**

*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Gyunggi*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 of Ulsan
**

ABSTRACT

It is concerned with the fatigue strength of tendon porch found in TLP. Large-scale 

fatigue tests with model reduced to 30% of real structures have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atigue behavior of API 2W Grade 50 steel recently produced by POSCO. 

Fatigue life for the present test model was obtained based on the concept of nominal 

stress. Comparison of the present test results with those obtained by numerical approach 

based on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has showed good agreement. The present results 

were also compared with the design curves in DnV RP-C203.

※Keywords: Fatigue Damage Ratio(피로손상률), Fatigue Strength(피로강도), Tendon Porch(텐

덤 포치), TLP(인장식 해양구조물), S-N Curves(S-N 곡선), Through-thickness Crack(관통 균열)

1. 서  론

TLP (tension leg platform)는 그 우수한 운동

특성, 운용에의 유연성 등 때문에 심해에서 해양

자원 개발에 적합한 해양구조물로서 잘 알려져 있

다. TLP를 구성하는 구조부재들 중 Tendon이 부

✝주저자, E-mail: jslee2@mail.ulsan.ac.kr

✝주저자, Tel:052-259-2162

착되는 Tendon Porch는 이의 파괴가 구조물 전

체의 구조적 안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

에 ‘Speccial Category'로 분류되는 가장 중요한 

구조부재 중 하나이다. 전형적인 TLP의 예로서 

Ponton이 Column에서 돌출된 'Pontoon 

Extension Type’을 Fig.1에 보였다. Tendon 

Porch는 Tendon에 부력과 중량의 차이에 해당되

는 인장력이 이미 작용하는 상태에서 파도,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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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Element Analysis and Shape Optimization of Fluid-Structure Interaction Problems 

in Parallel Computing Environment 

Min-geun Kim, Ki-myoung Lee, Seonho Cho†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coupled variational equation for fluid-solid interaction (FSI) problems is derived from a steady 

state Navier-Stokes equation for incompressible flow, an equilibrium equation for geometrically nonlinear 

solids, and a traction continuity condition at interfaces where no-slip condition is imposed. Under total 

Lagrange formulation in the solid domain, the second Piola-Kirchhoff stress and Green-Lagrange strain 

tensors are used to handle finite deformation behaviors. For the computation of large scale problems, 

parallel computing technique is inevitable. To solve the system matrix in the parallel computing 

environment, an iterative solver such as GMRES(m) (Generalized Minimum Residual Sequence) method 

for non-symmetric problems is employed. An adjoint shape design sensitivity analysis (DSA) method 

based on material derivative approach is applied to the FSI problems. Using the developed DSA method, 

a shape design optimization method is formulated for the FSI problems. The objective is to maximize the 

stiffness of solids while satisfying an allowable volume constraint. Through numerical examples,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developed DSA method is verified using finite difference sensitivity. Also, 

it turns out that the shape optimization method yields physically meaningful results. 

Key words: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Problem, Navier-Stokes Equation, Adjoint 

Variable Method, Shape Design Sensitivity Analysis (DSA), Shape Design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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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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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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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n Infusion 방식을 이용한 FRP 선체 적층공법 연구

정진욱†*, 백영수*, 이병성*, 한갑수**

중소조선연구원*

광동FRP산업** 

The study for FRP Boat Hull Building Method by Resin Infusion 

Jeong Jin Wook†*, Back Young Su*, Lee Byung Sung* and Han Gab Su**

Research Institute of Medium & small Shipbuilding*

Kwang Dong FRP Industry**

Abstract

The Resin Infusion is new building method for FRP boat. It is being watched from 

Boatbuilders in USA, Europe, because it realize very high quality of products and clean 

workshop. But Korean Boatbuilders have built boat by hand lay-up method, it is weaken 

their competitve power in field of small marine boats or special boats. therefore, this paper 

is result that is studied main technology of Resin Infusion method and property of material 

for Resin Infusion method and made trial of boat hull by Resin Infusion method. The results 

contained in this paper can be used improvement of boatbuilding technology in Korea.

※Keywords: Resin Infusion(진공적층), Hand lay-up(수 적층), Reinforcement material(강화재), 

Resin(합성수지), Material test(재료시험), Trial product of boat hull(보트선체 시험제작)

1. 서론

Resin Infusion 방식은 FRP선박의 새로운 건조

방법으로 최근 미국, 유럽 등 해양레저선박 선진

국에서 주목하는 고품질,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이

에 반해 소형 어선을 위주로 생산해왔던 국내

✝정진욱, E-mail: jwjeong@rims.re.kr

✝주저자, Tel:051-831-0123

 FRP 조선소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수 적층(Hand 

Lay-up) 방식은 기술적으로 완숙기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특수선 

및 해양레저선박에 적용하기에 품질 및 강도 등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분사적층(Spray 

Lay-up)이나 Resin Infusion, RTM(Resin Transfer 

Moulding) 등의 방식을 이용하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품질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개

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esin 

Infusion 방식의 주요 핵심기술과 주요 기법을 정



레이저 하이브리드 필렛 용접부의 변형 예측에 관한 연구 
신상범*, 이동주**, 김경규**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 울산대학교 *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  

Predictive Method of Welding Distortion at the Laser Hybrid Fillet Weldment 

S. B. Shin*, D. J. Lee** and K. G. Kim** 

Hyundai Heavy Industry Co. Ltd / Ulsan University*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predictive equation of welding distortion at the laser hybrid fillet 
weldment using FEA. The heat input model for laser hybrid welding process was developed 
using FEA and experiment. With the results, the effects of welding heat input and rigidity of 
the weld on the welding distortion of the laser hybrid weldment using the comprehensive 
FEA. The angular distortion and transverse shrinkage increase with an increase in the ratio 
of the welding heat intensity to rigidity of the weldment. The longitudinal shrinkage force 
linearly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welding heat input. Based on the results, the 
predictive equation of the welding distortion at the laser hybrid weldment was formulated.  

※Key words : Laser Hybrid Welding(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 FEA(유한요소해석), Heat Input 
Model(입열모델), Heat Intensity (입열세기), Bending Rigidity (굽힘 강성) 

 

1. 서론 

최근 선체의 대형화 및 고속화와 함께 선체 구
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료 cost 의 절감 및   
운항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체 상      

신상범,  E-mail : str@hhi.co.kr 주저자, 주저자, b
주저자,  Tel    : 052-230-6186 

갑판(upper deck)의 두께 감소 및 고 강도강(high 
strength steel)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선체 구조 설계 변경은 생산 관점에
서 과다 변형(excessive distortion)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신상범 2004). 특히, 박판 용
접부의 좌굴 변형(buckling distortion)의 경우 변
형량 뿐 아니라, 변형 모드(distortion mode)의 복
잡성에 기인하여 선상 가열과 같은 일반적인 교정 
작업을 이용하여 이를 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선체 박판 구조의 용접변형 제어에 관한 연구(I)

이주성✝*, 김철호*, 박재우*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On the Deformation Control of Ship's Thin Plate Block 
by Applying the Tensioning Method

Joo-Sung Lee✝*, Cheul-Ho Kim* and  Jae-Woo Park*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선박에서 박판의 사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박판은 용접시 후판에 비해 열원의 전도 특성이  

다르고 내적 및 외적 구속에 의해 변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체 박판용접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선 길이 방향으로의 종굽힘 및 수축변형과 좌굴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

로서 장력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맞대기 용접시 용접선 방향으로 인위적

으로 가하는 장력의 크기가 종방향으로의 변형감소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수

의 시편에 대한 용접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장력법을 사용하면 종굽힘 및 수축

변형의 제어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끝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확

장에 대해 언급하였다.

※KEYWORDS: Distortion(변형), Longitudinal shrinkage(종수축량), Residual Stress(잔류응력), 

Tension load(인장 하중), Tensioning method(장력법), Thin plate(박판)

1. 서론

 박판은 열전달 특성상 후판에 비해 용접시 열

영향부가 넓고 판의 강성계수가 낮아 변형이 쉽

게 발생한다. 특히 불균일한 용접입열에 의해 

수축변형이나 잔류응력으로 좌굴변형이 빈번히 

발생한다(김상일, 1999; 장창두, 서승일, 1988; 

Masubuchi, 1980). 이러한 용접변형은 구조적 

강도저하와 외관상의 불량은 물론이고, 조립 단 

✝주저자, E-mail: jslee@ulsan.ac.kr

             Tel: 052-259-2836             

 

계 이후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변형과 

이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교정 작업 시수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여 생산성 저하의 주원인이 되

고 있다. 그 때문에 전체 용접구조물의 제작시

간 중에서 변형 제어작업이 점유하는 공정수가 

많으며, 박판의 경우는 전체 공정의 20%를 점

유하는 경우도 있다 (Matsui, 1983).

 본 논문은 박판에서의 변형제어 방안으로서 레

버 블록을 이용한 기계적 인장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로서, 용접부에 인위적으로 가하는 인장력

의 크기가 굽힘과 수축변형에 주는 정량적인 영

향을 분석하는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 설정하였

다. 이를 위해 인장력의 크기를 변화시킨 다수



선체 박판 구조의 용접변형 제어에 관한 연구(II)

김철호✝*, 이주성*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On the Deformation Control of Ship's Thin Plate Block 
by Applying the Tensioning Method

Cheul-Ho Kim✝*, Joo-Sung Lee*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Although weld-induced deformation is inevitable in shipbuilding process, it is important to 

reduce it as low as possible during fabrication for a more efficient production of blocks. 

The weld-induced deformation is more serious in thin plates than in thick plates because 

heat affect zone of thin plates is wider than that of thick plates and in addition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much more influence upon weld-induced deformation of thin plates. 

This paper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mechanical tensioning method to butt weld of 

thin plates to reduce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deform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quantitative effect of tensioning method upon the reduction of angular deformation and 

shrinkage in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 of weld line, butt welding test have been 

carried out for several thin plate specimens with varying plate thickness and magnitude of 

tensile load. Relationship between weld-induced deformation and heat input parameter is 

graphically shown, and formulae for longitudinal shrinkage is proposed which was derived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where initial tension stress effect is reflected. 

※KEYWORDS: Distortion(변형), Longitudinal shrinkage(종수축량), Residual Stress(잔류응력), 

Tension load(인장 하중), Tensioning method(장력법), Thin plate(박판)

1. 서론

 선박건조에서 박판의 사용은 선체의 무게감소로 인

✝주저자, E-mail: joons99@hanmail.net

             Tel: 011-872-6727

한 운항 유지비 감소와 여객선과 같은 갑판의 수가 

많은 선체에서 무게중심을 낮게 하여 복원성 증가와 

같은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박판의 사용

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 산업의 주

된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지난 수년간 체계적인 



알루미늄 판의 용접변형해석

이주성✝, Nguyen Tan Hoi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On the Weld-induced Deformation Analysis of Aluminum Plates

Joo-Sung Lee✝ and Nguyen Tan Hoi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 of Ulsan

ABSTRACT

A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has been developed to simulate the MIG P/S 

welding process of two aluminum plates. The finite element calculations are performed 

using ANSYS FE cod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rmal, mechanical aspect. The model is 

validated by comparison of its predictions with distortions and temperature history results 

from experiments. Parametric studies are carried out on the validated model to assess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the final residual distortion. Elements where activated along 

the welding path in order to account for the joining of the material. Large deformations, 

temperature 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are included in the model. Finally, the formulas 

of fitting curves of angular distortion, transverse shrinkage, and longitudinal shrinkage have 

been proposed.

※Keywords: Aluminum plate(알루미늄판), Thermal elasto-plastic analysis(열탄소성해석), 

Weld-induced deformation(용접변형), Residual stress(잔류응력)

1. INTRODUCTION

In fusion welding, a weldment is locally 

heated by the welding heat source. Due to the 

non-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 during the 

thermal cycle, incompatible strains lead to

✝주저자, E-mail: jslee2@mail.ulsan.ac.kr

         Tel:052-259-2162

stresses. These incompatible strains due to 

dimensional changes associated with 

solidification of the weld metal, metallurgical 

transformation, and plastic deformation, are 

the source of residual stresses and distortion. 

Welding-induced residual stresses and 

distortion ca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서 언서 언서 언서 언1.1.1.1.

최근 수산자원의 고갈과 연안 오염지역의 확대로

인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

러한 경향은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시장개방과 경제수

역 제한으로 인한 조업해역의 축소 영향이 가시화

될 경우 가격경쟁력 및 조업량 감축 문제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이제부

터는 더욱 어선의 경쟁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선의 선형개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한국어선협회를 중심으로 선질개량 및

선형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이나 선진 어업국에 비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

이 있다.

구미지역에서도 년대에 가 에1960 Doust Trawler

구상선수를 부착하여 저항을 정도 감소시킨15%

것을 비롯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어선의 선형 설계시 가장 기본적으

로 검토되어야 할 각형정 형과 배수량(Hard Chine)

형 단면형상의 저항성능 비교를 위(Displacement)

톤급 어선의 단면형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톤급 어선의 단면형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톤급 어선의 단면형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톤급 어선의 단면형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G/T 89G/T 89G/T 89G/T 89

이귀주이귀주이귀주이귀주✝ 김경화김경화김경화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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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ection Shape of G/T 89Ton Class Fishing Boat

Kwi Joo Lee
✝
and Kyoung Hwa Kim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the initial hull form for G/T 89ton class fishing

boat cooperatively with Korean Fishing Boat Association. The resistance performance of

two basic hull forms of hard chine type and displacement type are compared

experimentally.

각형정형 배수량형 모형시험Keywords: (Hard Chine Type), (Displacement Type), (Model Test),※

어선 단면형상(Fishing Boat), (Section shape)

주저자 E-mail: kjalee@chosun.ac.kr✝



중형 어업지도선의 선형개선에 관한 연구

이귀주 *✝ 안정선, * 신영균, **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조선 주STX (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ull Form for Midium Size Fishery Patrol Ship

Kwi-joo Lee *✝ , Jung-Sun An* and Young-Kyun Shin**

Department of Naval Archi. and Ocean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STX Shipbuilding Co., Ltd**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hull form improvement of midium size fishery patrol ship

by Chosun University at the Circulating Water Channel. Same size of 15knots class fishery

patrol ship was selected as a parent form(Model number : CU-015), and hull form modification

has been carried out to be suitable for 5knots higher speed than parent ship. To minimize the

breaking wave in the vicinity of fore body at high speed zone, high bulb nose and slender fore

body hull form was chosen. Meanwhile, to make enough engine room space for larger power

keeping high resistance-propulsion performance, U-type stern hull form was developed.

회류수조 어업지도선Keywords: Circulating Water Channel( ), Fishery Patrol Ship( ), Hull Form※

선형개선 저항시험 트림 및 침하량Improvement( ), Resistance Test( ), Trim and Sinkage( )

서론1.

본 논문에서는 선형이 고속화됨으로써 가장 기본

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기관의 크기 증대에 따른 기

관 배치에 적합한 기관실 용적확보 쇄파, (Breaking

주저자, E-mail: kjalee@chosun.ac.kr✝
Tel:062-230-7075

현상 및 저항성능 개선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Wave)

위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선형을 설계하고 비교 모

형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선의 길이는 시험하고자하는 회류수조의 유

속이 가장 균일한 속도범위와 어업지도선의 계획속

도와 일치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1.207m(LBP 로 정)

하였다 또한 저항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

최대 저항계측용량이 이고 정도가 높은 소형9.8N

저항 동력계를 사용하였다.



일본의 어업허가규모와 어선선형개발 추진방향에

대한 고찰

이귀주* 김주남, +* 좌순원, ***

조선대학교*

선박검사기술협회**

Review on the Scale of Fishery and the Carrying Out Direction of

Fishing Hull Form Development in Japan

Lee, Kwi-Joo*, Kim, Joo-Nam+*, Joa, Soon-Won***

* Chosun University

** Korea Society of Ship Inspection & Technology

Abstract

Discussed contents at the meeting of Japan fisheries experiment & study conference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are compared with our domestic carrying out plan. As the result

of review, it is especially noted that the tonnage of fishing boat is needed to increased under

the condition of the same fishing capability as the exist fishing boats and thus intensively 180

ton trawling boat has been developed. Our domestic policy of fishing boats is to be sincerely

discussed to improve domestic fishery competitiveness and the main group leading the study

and development is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수산기본계획 어업허가규모keywords : Basic plan of fisheries( ), Scale of fishery( ), Hull form of trawling※

저인망어선의 선형 일본형과 북유럽형의 저인boat( ), Trawling boat comparison of Japan type and Europe type(

망어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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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수산업의 어려움은 주

위 환경이 다소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에 위치한 국가로 풍부한,

원유 매장에 힘입어 석유가스 산업이 경제에 절대적인 역할‧
을 차지하는 것에 비하여 지중해의 뛰어난 연안 환경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과 어선을 건조하는 자체

기술은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알제리 정부에서는 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500

발 계획인 알제리 현대화 사업 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요“ ”

청하여 주택건설 관광지 개발 및 호텔 건설 양식업 등에, ,

우리나라와 알제리와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

을 낮추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노후어선 교체와 새로운

어선 건조가 추진 중에 있으며 년까지 약 여척의, 2012 3,000

강선 및 어선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FRP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알제리로부터 수주한

급 강재 트롤어선 개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선박은25m .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설계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 회류수조,

에서 모형시험을 통하여 기본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년, 2006

봄 인도 예정으로 전부 세척의 동형선을 건조 중에 있다.

알제리 어선의 특징알제리 어선의 특징알제리 어선의 특징알제리 어선의 특징

해안선이 여 로 긴 알제리에는 작은 어항이 약1,300 Km 20

여개 있으며 수산물 공판장 및 제빙시설 등은 전무한 상태,

이다 현재 보유 선박척수는 약 여척으로 어선의 경우. 800 ,

급의 어선과 급의 강재트롤어선10m, 18.5m, 22m FRP 20m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트롤어선은 로프윈치와,

네트윈치가 전후로 분리되어 있고 육지에서 이내에서, 2km

일일 조업을 주로 하는 관계로 어창시설이 없는 것이 특징

이다(KST, 2005).

알제리에는 한 개의 조선소 국립 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 ) ,

급 알제리 트롤어선 개발급 알제리 트롤어선 개발급 알제리 트롤어선 개발급 알제리 트롤어선 개발25m25m25m25m

김 주남 정 우철김 주남 정 우철김 주남 정 우철김 주남 정 우철ㆍㆍㆍㆍ
1111 김 도정김 도정김 도정김 도정ㆍㆍㆍㆍ

2222 박 제웅박 제웅박 제웅박 제웅ㆍㆍㆍㆍ ✝2222 이 일수이 일수이 일수이 일수ㆍㆍㆍㆍ
2222

선박검사기술협회선박검사기술협회선박검사기술협회선박검사기술협회,,,,
1111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공업전문대학,,,,

2222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

Development of 25m class algeria trawl fishing vessel

Ju-Nam KIM, Uh-Cheul JEONG1, Do-Jung KIM2 and Je-Woong PARK✝2 and Il-Soo LEE2

Korean Society of Ship Inspection & Technology (KST), Incheon 406-130, Korea

1Dept. of Ship & Ocean System, Inha Technical College, Incheon 402-752, Korea

2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Gwangju 501-759, Korea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a trawl fishing vessel of korea into a new hull form of consideration fishing

and working environment of Algeria and a model test was performed with the new hull form. The trawl fishing

vessel of 25m class was developed to export Algeria. The performance was estimated in the circulating water

channel(CWC) of Inha Technical College. Wave patterns was observ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resistance performance and the wav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over 13 knots using

given engine power.

Key worlds: Trawl fishing vessel, Circulating water channel, Model test, Hull form

주저자:✝ jwpark@chosun.ac.kr



1. Introduction1. Introduction1. Introduction1. Introduction

No engineering problem can be isolated from

the question of safety since no human

endeavor can be free of hazards or risks. It is

apparent that the need for safety measures will

be influenced by the existence of such

hazards or risks. In this respect, fishing

vessels are no exception. Fishing is a difficult

and hazardous occupation, a fact that no one

can deny today. In general, the term safety

implies that no accident is acceptable but this

is in contrast to the maritime field where the

reality is that a substantial risk of accident is

✝주저자주저자주저자주저자, E-mail: kjalee@mail.chosun.ac.kr

always present. Accident prevention may be

considered at three stages

▶ Design stage

▶ Construction stage

▶ Operation stage

At the design stage, it is important to check

whether any safety regulation has been

violated or no, and determine what kind of

recommendations is provided by the rules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t is also necessary to

design an adequate protective system to

withstand the effects of accidents. Thus, every

possible means of eliminating hazards can be

taken into proper consideration. The next stage

is the construction stage. Its function is mostly

Reduction of Hazards for Fishing Trawlers at Sea

Kwi Joo Lee✝✝✝✝, Bibhupriya Acharya

Faculty at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1*

Abstract

The work described in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hazards of fishing vessels. Statistical data is reviewed and analyzed and fault tree analysis

is applied to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omponent with respect to system

reliability. In this analysis, the loss of vessel is chosen as the top event, then branching out

to the basic events such as human error, structural failure, fish on deck etc. This method is

considered an essential approach for providing a much better basis for safety decision

making. Finally, in order to reduce the accidents to vessels and crew, some suggestions

are made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human error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safety of

vessels.

Keywords: Fishing Vessels, Risk Assessment, Fault Tree, Human Error※



 

 

M-LNG 운반선용 고강도 Wash primer 개발  

송은하† , 이성균, 정몽규, 백광기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Development of Newly Formulated High-strength Wash Primer for M-LNG  

 

Eunha Song† , SungKyun Lee, MongKyu Chung and Kwangki Baek  

Hyundai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Hyundai Heavy Industries. Co.Ltd. 

Abstract 

Wash primer was applied to cargo tank of Membrane-LNG (M-LNG) for corrosion 

resistance and high bond-strength with the mastic. However, a lack of bond-strength 

verification at high thickness wash primer coating resulted in strict coating thickness 

control. Therefore wash primer was controlled below DFT(Dry Film Thickness) 30 µm. In 

order to develop the wash primer satisfying GTT(GAZ TRANSPORTAION TECHNIGAZ) 

standard even at high thickness, we evaluated coating properties such as wash 

primer/mastic bond-strength, corrosion resistance, as well as workability for the newly 

formulated wash primer materials. The newly formulated wash primer had high bonding-

strength to mastic even at high thickness and had proper corrosion resistance and 

workability suitable to yard condition.  

※Keywords: Wash primer (워시프라이머), High-strength (고강도), Mastic (마스틱), Bond-strength 

(접착강도), Corrosion resistance (방청성), Workability (작업성)  

 

1. 서론 

경제성을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Mark Ⅲ 

type 의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은 단열재 시공 

과정에서 mastic 이 부착되는 선체 내벽에는 방청 

 

접수일: 2004 년 11 월 25 일, 승인일: 2005 년 1 월 11 일 

주저자, E-mail: songdada@hhi.co.kr 주저자, 주저

자, 주  Tel: 052-230-5515 

재료로 wash primer 를 도포하여 선체 내벽의 부

식 방지 및 mastic 과의 접착성을 증대시킨다. 

Wash primer 와 mastic 은 시공 조건에 따라 물성 

및 접착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므로 시공 이

전에 LNG 화물창 설계 및 건조기술을 보유한 

GAZ TRANSPORTATION TECHNIGAZ (GTT)로부

터 production test 를 실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

어 있다. 기존의 wash primer 는 건도막 두께 30 

µm 으로 시공하여 GTT 승인 기준인 접착 강도 

12MPa 이상의 강도를 만족하였다. 그러나 도막 



편면 보강판 실험시편의 크기결정을 위한 용접 변형 시뮬레이션 

이정수 *, 임동용 , 최우현  

한진중공업 기술연구소  

Computer simulation of welding distortion for the specimen size of real experiment 

Lee jeongsoo*, Lim dongyong, Choe woohyun 

HHIC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Welding distortion and residual stress in case of ship building are working as important 

factors to the quality and safety of ship structure. A lot of experiments and various 

simulations are carried out to solve the thermal distortion. In order to predict the more 

correct welding distortion, the distortional measurement of real structure is very helpful, but 

the experimental measurement of specimen unit is performed due to the large scale and 

weight of ship structures. The experimental size of model is very important for more correct 

calculation of real structure, because the total heat input of model depends on the 

specimen size of experiment. The amount of distortion is very related to the heat input. 

This paper shows the relation of specimen size and distortion, and finds the suitable size 

of stiffened specimens. 

※Key words : Residual stress (잔류응력), distortion(변형량), specimen (시편), heat input(입열량) 

 

1. 서론 

편면 보강판의 용접 시 발생하는 변형량의 

형태와 크기가 치수의 변화에 정량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 차원 열변형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다.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실 Size의 모델을 

주저자,  E-mail : leejs@hanjinsc.com주저자, 주저자, 

주저자,      Tel : 051-410-3372 

열 변형 해석한 후 Plate 와 Stiffener 의 크기를 

줄여가며 변형의 형태와 크기를 살펴보았다. 단위 

길이당 일정한 용접 입열량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Model 의 용접 변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Plate 와 

Stiffener 의 변화에 대한 변형량의 양상만을 비

교 분석하였다. 

 실 모델의 열변형 해석을 하여 각변형량을 구

하고, Plate 와 Stiffener 의 크기를 각각 1/2, 

1/4 의 크기로 축소한 모델에 대해서도 각변형량

을 구하여 그 크기를 비교하여 편면보강판의 크기 

변화에 따른 변형량의 크기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선박의 청수 탱크에 적용되는 도료의 냄새 저감 방안 연구  

박충서† , 이성균, 정몽규, 백광기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A study on the Removal of Paint Odor in the Fresh Water Tank of Ship  

Chung Seo Park† , Sung Kyun Lee, Mong Kyu Chung and Kwang Ki Baek  

Hyundai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moval method of offensive odor and to 

select of proper paint for the fresh water tank of ship. In this study, the volatile solvent in 

the painted film and subsequent odor after 2 weeks fresh water immersion were measured 

or evaluated for both solvent-borne and solvent free epoxy paints.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offensive odor of solvent-free epoxy paint is negligible compared to that of 

solvent-borne epoxy paint. On the other hand, all other conventional cleaning methods 

such as using vinegar diluted water failed to remove offensive odor. To solve the offensive 

odor issue of fresh water tank in the ship, therefore, application of the solvent-free epoxy 

paint is the only solution. 

※Keywords: Solvent odor(용제 냄새), Solvent-borne paints(용제형 도료), Solvent-free paints(무

용제형 도료), Fresh Water Tank(청수 탱크)  

 

1. 서론 

선박의 청수 탱크는 선원들의 식수 및 생활 용

수와 선박 운항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냉각, 보일

러 스팀 등으로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다. 

특히 선원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거나, 샤워 등을 

하기 때문에 선원들의 선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청수 탱크 도장은 선주의 중점 점검 항목 

 

주저자, E-mail: jojopak@dreamwiz.com 주저자, 주

저자, 주   Tel: 052-230-3233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당 사에서 건조, 인도한 선

박의 청수 탱크에서 ‘ 용제 냄새가 나며 샤워 시 

눈이 자극되고, 끓인 물로 차나 커피를 타 먹어보

아도 매우 불쾌한 맛이 난다’ 는 등의 A/S claim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Fig. 1). 또한 선박을 인

도하기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냄새에 대한 작업자

들의 불만이 많아, 시운전 기간 동안 샤워를 기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만을 초래하는 도료 

중의 대표적인 함유 물질 중 유해성을 보면, 크실

렌(xylene)은 눈과 목의 염증을 유발하고, 에틸 벤

젠은 간과 신장에 독성을 초래하며, 벤젠은 발암





2D-Analytical model for Stir zone of Friction Stir Welding and its FE 
Residual stress analysis 

Rajesh S.R *, Han Sur Bang**, Heung-Ju Kim*, Eun-Young Jeong*** 

*Ph D Student, ** Professor, *** MS Student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and Aerospace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Korea 

Abstract 

 The heat generation due to plastic work is the dominating term during the steady state 
Friction Stir Welding (FSW) process. Based on this phenomenon an analytical model for heat 
input at the stir zone of Al 6061 plates and FSW tool has been developed. In this model the 
friction force during steady state FSW process has been neglected as the material in this zone is 
plasticized and it under go plastic deformation rather than inducing friction to the tool boundary. 
The analytical model has been used for FE analysis to predict the heat distribution an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in FSW of AL 6061-T6 plate and found reasonable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ly measured values. 

※Key words : Friction stir welding, Finite Element approach, Extrusion zone, Heat transfer analysis, 
Residual stress analysis. 
 

1. Introduction 

In shipbuilding and automobile industries FSW has 
replaced other conventional welding process especially 
for joining 2000-7000 series of Ferrous alloys and 5000-
6000 series of aluminum alloys. In comparison with 
fusion welding techniques, the FSW has been reported a 
71% reduction in weld cycle time and 81% reduction in  

주저자,  E-mail : hsbang@mail.chosun.ac.kr 주저자, 주
저자, 주저자,  Tel :062-230-7137 

 

the labor cost, i.e. cost per meter run of the FSW weld is 
approximately $0.45 against $35 on other existing joining 
techniques. 

Since the FSW having very high joint efficiency and 
process robustness, its application in the field of 
shipbuilding is highly promising. 

 Friction Stir Welding is a solid state joining method 
with five phases of actions in its entire process. The 
plunging period, dwell period, steady state welding period, 
second dwell period, and releasing period. Currently 
various research works are going on in experimental 
aspects, numerical simulation and development of 
analytical solutions to describe the FSW process shown 
Figure.1. 



Turbulent Flow over a Wing in Ground Effect  
P. A Hung; Huyn Sik Yoon*; Ho Hwan Chun 

 

Advanced Ship Engineering Research Center (ASERC)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The present numerical study investigates unsteady two and three-dimensional turbulent 
flow past a wing.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for flow fields with high Reynolds 
number ( 6102/Re ×== νUC ) based on free-stream velocity and chord length of a wing. 
The turbulent problem naturally oriented at this Re has been simulated by using turbulent 
model implanted in the commercial code of Fluent. In case of NACA4406,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mparisons between present results and previous ones showed a good 
agreement. The ground effect on the lift and drag of wing has been researched when the 
gap between trailing edge of wing and ground changes from 0.1 to 1.25 with increasing 
angle of attack α  form 2  to 30 . The ratio of lift to drag was considered as one of 
criteria to observe the ground effect on energy consuming or saving of wing to lift. As a 

result, higher values of the ratio of lift to drag are obtained when the airfoil is close to the 

ground for small angle of attack. 

※Key words : Wing in ground effect, Turbulence, ε−k  model.  

 

1. Introduction 

Favorabl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can be 
achieved when a wing is in close proximity to 
ground. Wing-in-Ground-effect (WIG) vehicles 
can be of benefit to large transport purpose if 
the advantages of ground proximity are fully 
utilized.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develop 
WIG vehicles operating over water; the potential 

fuel savings and speed advantages over other 

modes of water transport providing the impetus.  
When the gap decreases, the lift force is 

found to increase for small angles of attack. The 

flow around a wing is considerably modified 

under the influence of ground effect. The 

dividing streamline and the stagnation point 

move down, hence more air flows above the 

wing; thus there is a decrease in velocity and an 

increase in pressure below the wing. 

An air cushion is created by the high pressure 

that builds up under the wing when it is 

approaching the ground. 

For very small clearances, the air tends to 

stagnate under the wing, which will give the 

highest possible pressure, so called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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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of complaint coatings using single 
layer model 

 
 

H. A. Tuan, Osama El-Samni, Huyn Sik Yoon*,  Ho Hwan Chun  
Advance Ship Engineering Research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Abstract 
This paper reports the current status of the ongoing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compliant 
surfaces for drag reduction of underwater applications. The objective of the this stag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a vital and portable numerical tool by which detailed information of 
turbulence-compliant coating interaction can be repeatedly investigated for the wide range of both 
compliant materials parameters and flow conditions associated with this kind of flows. As a starting 
point, a simple single layer model subjected to different pressure disturbances including wall-
pressure signals taken from direct numerical simulations (DNS) carried out for regular turbulent 
channel flow. The different responses while varying the compliant wall parameters have been 
analyzed. In a parallel step, the immersed boundary method (IBM) has been used to deal with the 
compliant layer and its deformation at the classical Cartesian coordinate system without the 
necessity to use conformable mapping of the compliant surface during the time evolving. This can 
enable easier repetition of the simulation for different parameters. The compliant wall single layer 
model is then implemented into the DNS code and successfully has been tested in low Reynolds 
number flows. Further stages of the research include studying the performance for different 
materials for coating, testing multi-layer compliant surface models, and higher Reynolds number 
flows. Details description of the near-wall turbulent structures over compliant surfaces can give 
more idea about the mechanism of drag reduction of lows over complaint surfaces. 
 
Keywords: Compliant coatings, Elastic surfaces, direct numerical simulation, immersed boundary 
method. 
 
1. Introduction 
 

Drag reduction has attracted tremendous researches during the last four decades aiming at 
reducing considerably the fuel consumption of airplanes, ships and other moving vehicles. In this 
aspect, passive techniques stand as one of the attractive approaches because they do not require 
energy for actuation or manipulation the flow near surfaces. Compliant coating is one of the 
promising passive techniques since the experiments of Kramer (1961) [7] who obtained around 50% 
drag reduction. Although many experiments have tried to confirm that high drag reduction rate, no 
concrete conclusion has been drawn for the real mechanism associated with the fluid and compliant 
walls interaction.  
* Corresponding author : lesmodel@pusan.ac.kr, 051-510-3685 







분사류에 의한 원통형 실린더 주위의 유동 해석

김명훈✝*, 정노택**, 성홍근**, 유재문*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Flow Analysis around Circular Cylinder with Injection Flow

Myung-Hoon Kim✝*, Rho-Taek Jung**, Hong Gun Sung** and Jae-Moon Lew*

Dept. of Naval Architect & Ocean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multi-phase flow phenomena around a circular 

cylinder embedded in a sea of a few thousands meters depth. We use a standard RANS k-

ε model with Launder and Spalding's wall function to describe the turbulent features of the 

flow. The governing equations are discretized using a FVM with a non-staggered grid 

applied to the momentum interpolation. A SIMPLEC velocity-pressure coupling method 

combined with SIP is adopted to solve the algebraic equation. As an intermediate stage of 

development, we validate the developed code on the single-phase flow around a circular 

cylinder. The computed results for circular cylinder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A 

preliminary computation of a single-phase injection flow through a cylindrical body is briefly 

presented. As a conclusion, the code developed in the present study has proved to be 

accurate, efficient and applicable to the injection flow through a cylindrical body immersed 

in deep sea water.

※Keywords: RANS, Circular cylinder(원통형 실린더), Injection flow(분사류)

1. 서론

✝주저자, E-mail: mhkim@moeri.re.kr

✝주저자, Tel:042-868-7891

1.1 연구배경

미국의 펜타곤(U.S. Department of Defense ;  

Pentagon)의 최근 비밀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

난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는 향후 20년 안에 전

지구의 기상재앙이 있을 것이며 이는 종교 갈등이

나 테러 등에 의한 것보다 지구촌 안정을 해치는 



법을 이용한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주위 유체에 의한 외팔보의 진동 감쇠 계산

신상묵 *✝ 김인철, * 김용직, * 배성용, * 구자삼, *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Computations on a fluid damping of oscillations of a flexible cantilever
using the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method

S. Shin *✝ , I.C. Kim*, Y.J. Kim*, S.Y. Bae* and J.S. Goo*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code is developed to simulate oscillations of a flexible cantilever in a fluid using the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method. A background Cartesian grid is used to

discretize the unsteady Navier-Stokes equation and deformations of the boundary are

described by a instantaneous set of the Lagrangian control points on the boundary. The

immersed boundary (IB) nodes are defined so that a closed fluid domain is defined by a

set of inside nodes near the boundary. Velocity boundary conditions for those IB nodes are

constructed based on the interpolation along the normal direction to the boundary. The

motion of a flexible cantilever is modeled using a finite difference method for the structure

equation. The pressure loading on the cantilever is updated based on the estimated

deformation and velocity distribution on the cantilever. The developed code is applied to

simulate oscillations of a flexible cantilever in a rest fluid.

유탄성 유연한 외팔보Keywords: Fluid-structure interaction( ), Flexible cantilever( ), Immersed※

절점 속도 재구성 압력하중boundary node(IB ), Velocity reconstruction( ), Pressure loading( )

서론1.

전산유체역학 기법의 발달은 많은 실질적인

주저자, E-mail: smshin@pknu.ac.kr✝
Tel:051-620-6488

공학 문제에 대한 점성유동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형하는 유연한 물체 주위의 점성.

유동의 해석 등은 아직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유동 영역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도 물체

의 강체 운동만으로 유동 영역의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물체와 같이 움직이는 격자를 사용할,

수 있다 박종천 등 그러나 물체가 탄성 변( 2003).



다방향불규칙파중의 형의 초대형부유식해양구조물에 대한Pontoon
유탄성응답 특성

김철현* 구자삼, *✝ 조효제, ** 이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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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elastic Behavior for a Very Lagre Floating Structure of Poontoon-Type
in Multi-Directional Irregular Waves

Chuel-Hyun Kim*, Ja-Sam Goo *✝ , Hyo-Jae Jo** and Chang-Ho Lee***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s Engineering, PuKyong Nat'l Univ., Busan, Korea*

Div. of Ocean Systems Engineering, Busan, Korea**

Dept. of Ship Building Maring System, TongMyong Collage, Busan, Korea***

Abstract

Recently, as the technology of utilization for the oecan space is being advanced, floating

structures are asked for being more and more huge-scale. A Very Lage Floating Structure(VLFS) is

considered as a flexible structure, because of a quite large length-to-breadth ratio and its geometical

flexibility.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accurate and convenient method on the

hydroelastic response analysis of very large offshore structures on the real sea states. The numerical

approach for the hydorelastic responses is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dimensional source

distribution method , the dynamic response analysis method and the spectral analysis method. A

model is considered as many rigid bodies connected elastic beam elements. The calculated results

show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and calculated ones by Ohta

Keywords:※ 초대형부유식구조물 유탄성응답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 Hydroelastic Response( ),

차원특이점분포법 다방향파Three Dimensional Source Distribution Method(3 ), Multi-directional Waves( ),

스펙트럴해석법 탄성거동Spectral Analysis Method( ), Elastic Motion( )

구자삼, E-mail: jsgoo@pknu.ac.kr✝
Tel:051-620-6486

서론1.

최근 육상자원 고갈 및 해상이용의 대안으로,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 의 이용이 부각되고(VL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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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Strength Analysis of Pontoon Type VLFS Using Spectral Method 

Seong-Whan Park† *, Jeong-Woo Han*, Seung-Ho Han*, Tae-Bum Ha**,   

Hong-Gu Lee**, Sa-Young Hong***, Byoung-Wan Kim***, Jo-Hyun Kyoung*** 

System Engineering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 KORDI***                                         

Abstract 

The fatigue strength analysis of VLFS is carried out by using a 3-dimensional plate finite 

element model with a zooming technology which performs the modeling of wide portions 

of the structure by a coarse mesh but the concerned parts by a very fine mesh of t by t 

level. And a stepwise substructure modeling technique for global loading conditions is 

applied which uses the motion response of the global structure from 2-D plate hydro-

elastic analysis as the enforcing nodal displacements of the concern 3-D structural 

zooming model. Seven incident wave angles and whole ranges of frequency domains of 

wave spectrum are considered. In order to consider the effect of breakwater, the modified 

JONSWAP wave spectrum is used. Applying the wave data of installation region, the long-

term spectrum analysis is done based on stochastic process and the fatigue life of the 

structure is estimated. Finally some design considerations from the view point of fatigue 

strength analysis of VLFS are discussed. 

※Key words: VLFS(초대형 부유식 해양구조물); Fatigue Strength(피로강도); Pontoon(폰툰); 

Spectral Method(통계해석법); Hydro-elastic analysis(유탄성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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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역학적 상호간섭을 고려한 규칙파 중의
인장계류식 해양구조물의 동적응답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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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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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Tension Leg Platforms
Including Hydrodynamic Interactions in Regular Waves

Chuel-Hyun Kim* , Ja-Sam Goo *✝ and Chang-Ho Lee**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hip Building Marine System, TongMyong Collage**

Abstract

A numerical procedure is described for predicting the motion and structural responses of

tension leg platforms(TLPs) in waves. The developed numerical approach, in which the

superstructure of a TLP is assumed to be flexible instead of rigid, is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 three dimensional source distribution method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Restoring

forces due to the hydrostatic pressure on the submerged surface of a TLP have been accurately

taken into account by excluding the assumption of the slender body. The hydrodynamic

interactions among TLP members, such as columns and pontoons, are included in the motion

and structural response analysis. The equations of the motion of a whole structure are

formulated using element-fixed coordinate systems which have the origin at the node of the

each hull element and are parallel to space-fixed coordinate system.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ones. which are obtained in the literature. The

results of comparison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pproach.

운동응답Keywords: Tension Leg Platform(TLP), Motion Response( ), Three Dimensional Source Distribution Method※

차원특이점분포법 유체역학적상호간섭 구조응답 유한요소법(3 ), Hydrodynamic Interaction( ), Structural Response( ), F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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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pectral Fatigue Analysis for Main Hull of MOHO FPU 

Hong-Gu Lee✝*, Rae-Dae Jang* , Kang-Hyen Song*, Hyung-Min Cho* and Sim-Sik H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Offshore and Engineering Division,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Abstract

The FPU(Floating Production Unit) consists of topside modules such as process facilities, 

gas compressors with their associated equipment, an accommodation block and the hull 

which is permanently moored floating barge-shaped platform. The total design life for the 

unit will be 20 years on site without dry-docking. This report provides details of the 

spectral fatigue analysis for main hull structures of MOHO FPU excluding appurtenance 

structures. The stress RAO calculation to determine fatigue damage ratio is based on the 

global finite element model. The global finite element model of the vessel was covered the 

entire vessel length.

※Keywords: FPU, Spectral Fatigue Analysis, Load Generation, Stress RAO, Wave Spectrum, 

S-N Curves, Fatigue Damage

1. Introduction

This paper provides details of the spectral 

fatigue analysis for main hull structures of 

MOHO FPU excluding appurtenance structures. 

The stress RAO calculation to determine 

fatigue damage ratio is based on the global 

finite element model. The global finite element 

model of the vessel was covered the entire 

vessel length. The fatigue analysis is based on 

the spectral fatigue analysis procedure and the 

flowchart of the spectral fatigue analysis is 

shown in Fig. 1.

✝주저자, E-mail: hglee@k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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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agram of Spectral fatig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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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Side Break Water of Drillship for North Sea
against Green Water Ingress

Y. B. Kim *, M. S. Kim*, Y. K. Ahn**, H. S. Kang** and J. J. Park*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Marine Research Institute
*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Basic Design 2 Team
**

요 약

고유가와 에너지 소비 증가로 드릴쉽 의 건조가 활발해 지고 있다 드릴쉽은 위치와 선(drillship) .

수각을 유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또한 시추시의DP(Dynamic Positioning) .

작업 편의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의 중앙부에 을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moonpool .

고려하는 드릴쉽은 파도가 상당히 거친 북해용으로서 임의의 해상 조건에서 시스템을 이용한DP

위치 및 선수각 유지를 할 때에 선수 사파로 유입되는 측면 에 대비한 갑판 위Green water

장비 보호와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Topside break water . Green

해석과 시험수조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를 소개한다 해석과 실험에water break water .

사용한 해상조건은 각각 조건이다 다양한 해석을 통해drilling, stand-by, survival . Green water

드릴쉽의 측면부 의 높이 분포를 결정하였고 실험을 통해서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break water , .

녹수 시추선 물막이 북해Keywords: Green water( ), Drillship( ), Break water( ), North sea( ),※

상대 운동 위치 제어 시스템Relative motion( ), Dynamic Position System(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 행진이 지속됨에 따

라 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drillship .

주저자, E-mail: yb09.kim@samsung.com

Tel:055-630-8587

이는 고유가와 에너지 소비 확대로 유전 개발 시

관련 업체들의 손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기 때

문이다.

드릴쉽 이란 해상 플랫폼설치가 불가능한(drillship)

심해지역이나 파도가 심한 해상에서 원유를 발굴

할 수 있는 선박형태의 시추설비로 선박의 기동,

성과 심해 시추능력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선박이





 

 
 

IMPACT OF INTERNAL WAVES ON THE SEA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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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 modulation equations describing the effect of subsurface currents induced by internal 
waves on nonlinear surface waves are derived by the method of multiscale asymptotic expan-
sions. An exact solution to the problem of a one-dimensional wave interaction is found under 
the conditions of a group velocity resonance. It is shown that smoothing of down current sur-
face waves at a current induced by internal waves is accompanied by a high-frequency enve-
lope modulation while the profile of opposing current is reproduced by the wave envelope. For 
a short periodic train of positive-amplitude internal waves, the surface-wave modulation grows 
from the tail to the head of that train.  
Keywords: Internal Waves, Wave interaction, Wave envelope 
 
 
1.  Introduction 
Internal waves (IW) represent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not so well-studied phenomena in 
the ocean dynamics. Though these waves exist virtually everywhere, an experimental databank 
on their measurement is rather limited. Field investigations carried out by conventional contact 
oceanography methods are complicated by significant technical problems. As a rule, research 
vessels work in rather bounded areas of the world ocean and cannot solve the problem of recon-
struction of a general IW pattern in a global scale.  
Currently, along with contact measurements, another line of inquiry is actively developed, that 
is the remote study of IWs by their exhibition at the sea surface. The ability of IWs to change 
substantially the wave structure on that surface had long been explored (see [1–3]), confirmed 
by many observations, and is reliably established now. A basic form of the IW exhibition is 
wide parallel bands of smoothed sea surface (slicks), as well as bands of appreciably increased 
surface slopes causing frequent wave breaking (roughness). A maximum effect corresponds to 
the surface waves (SW) of meter and decimeter length.  
Instruments of remote sensing of the ocean surface (radars, traditional optical devices, and laser 
locators–lidars) can detect reliably the IW surface exhibitions. The remote sea observation tools 
installed onboard air- or spacecraft, such as synthetic aperture radars, allow online monitoring 
of vast areas of the global ocean. This offers significant advantages of their application com-
pared to ship born contact measurements. 
At the same time, the quantification of IW parameters by remote sensing of the sea surface calls 
for solving a number of theoretical problems, first, to construct a model of the sea surface imag-
ing and to establish mechanisms of the surface perturbation by IWs. 





잠수함의 조종안정성에 대해 설계 인자들이 가지는 민감도 해석 
 

여동진† *, 윤현규*, 김연규*, 이창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운송안전연구본부* 

Sensitivity analysis on the manoeuvring stability of a submarine   
concerning its design parameters 

Dong Jin Yeo*, Hyeon Kyu Yoon*, Yeon Gyu Kim*, and Chang Min Lee* 

Marine Transportation & Safety Research Department, MOERI/KORDI*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new systematic approach to assess the influence of 

geometric parameter change o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tability indices. To do this, 

three phases of sensitivity analyses were carried out. First, typical geometric parameters 

were defined and their effects on hydrodynamic coefficients were assessed by the 

Sensitivity Analysis (SA) of the indirect method. Second, the effects of hydrodynamic 

coefficients on the stability indices were calculated. Finally, the sensitivities of geometric 

parameters on the stability indices were obtained by merging the outputs of two phases 

using chain rule. The developed approach can contribute to a submarine designer to 

determine geometric parameters satisfying pre-requirements about stability systematically. 

※Keywords : Submarine(잠수함), Stability index(안정성 기준), Sensitivity analysis(민감도 해석)

1. 서론 

잠수함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잠수함의 안정성을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잠수함의 안정성은 정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안정성 지수가 널리 사용된다. 

안정성 측면에서의 설계는 안정성 지수가 최적의 

주저자, E-mail : Lonepier@moeri.re.kr 

Tel : +82-42-868-7247 

 

범위 안에 있도록 이루어지므로, 설계자들이 새로

운 선형의 설계 또는 설계 변경을 할 때 각 형상 

인자들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

적인 방법이 형상 설계 인자에 대한 안정성 지수

의 민감도 해석이다. 

선박 및 수중운동체의 조종운동에 대한 민감도

해석법의 적용은 주로 선박 및 수중운동체의 궤적, 

조종운동의 특성치 또는 운동 상태변수 변화와 동

유체력미계수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형태로 





수중함 전력계통 고장전류 계산

김지홍✝, 백병산, 권중록, 최연철, 김덕호, 전재황

현대중공업(주)

 

The Fault Current Calculation of the Submarine Power System

Ji Hong, Kim✝, Byung San, Baek, Joong Lok, Kwon, Yeon Cheol, Choi,                

Deuk Ho, Kim and Jae Hwang, Jeon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for the basic design technology on electrical gener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of 214 class submarine. For the analysis of system characteristics, 

our own short circuit current calculation program on DC power system is developed 

according to EN61660-1. The developed program can be applied directly to the basic 

design works, especially in protective system design and selection of proper circuit breaker 

specification. The calculation results of this program are compared with those of 'Simplorer' 

modeling and simulation for verification. Through this study, HHI established the basic 

power system design technique of short circuit current calculation and it helps to become 

more competitive in designing submarine gener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Keywords: Submarine(수중함), Basic design(기본설계), Protective system design(보호계통설

계), Short circuit current(단락전류), EN61660-1, Simplorer(심플로러)

1. 서론

전력계통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장치들로 구성된

✝주저자, E-mail: milsad@hhi.co.kr

          Tel:031-289-5192

복합시스템으로, 아무리 안정적인 시스템이라 할

지라도 사고는 불가피한 요소이므로 고장전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의 적합한 선정

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한 고장전류해석은 

선박 및 해상 설비의 크기와 복잡성에 관계없이 

가장 필요한 것이며, 선박 및 해상 구조 전기 계

통은 단락전류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잠수함의 Steering and Depth Control(S&DC)을 위한 
조종성능해석 프로그램 개발 

신상성† *, 성영재*, 이태일*, 정장한**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현대중공업㈜ 특수선잠수함설계부** 

The Development of Maneuvering Simulation Program for 
Steering and Depth control of submarine 

Sang-Sung Shin† *, Young-Jae Sung*, Tae-Il Lee and Jang-Han Jung** 

HMRI,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Special & Naval Submarine Design Dept.,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Abstract 

잠수함은 자세 유지 및 제어 목적을 위하여 Steering and Depth Controller(S&DC)가 탑재

되어 있다.  S&DC 는 잠수함의 조종운동특성과 제어시스템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야 개발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DC 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잠수함의 6 자유도 조종운동방정식을 이

용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PID 제어 프로그램의 특성들을 분석하여 잠

수함의 수평면 운동과 심도 변환을 위한 자동조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자동조

타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잠수함의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과 S&DC 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Keywords: S&DC(Steering and Depth Control), 잠수함(Submarine), 조종성능 해석(Maneuvering 

Simulation), 심도조종(Depth Control), 항로조종(Cours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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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능을 고려한 한국형 연안어선의 최적 선형요소 결정 기법 연구

유진원 *✝ 이영길, ** 강대선, *

인하대학교 대학원 선박공학과
**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선박해양공학전공,

*

A Study of Optimum Hull Form Factor for Domestic Coastal fishing vessel in
view of Performance of Resistances

Jin-Won Yu *✝ , Young-Gill Lee**, Dae-Sun Kang*

Dept. of Naval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is introduced a method of the optimum hull form factor of Domestic Coastal

fishing vessel that is able to select efficient parameters in preliminary design step. 'FISH-K'

and 'FISH-K/Opt' are used in other to select optimum hull form factor in view of the

performance of resistance. 'FISH-K/Opt' is developed from 'FISH-K' that is an effective

horse power estimation program. Original hull form is selected from exist ships, and

optimum hull form factor is studied from data about exist ships. Effective horse powers are

estimated about the original and optimum hull form, and compared between two hulls. The

result show that the EHP of the optimum hull form is lower than that of the original hull

form.

어선 저항 성능추정Keywords : Fishing Vessel( ), Resistance( ), Performance Estimation( ),※

최적 선형 요소Optimum Hull Form Factor( )

서론1.

국내 중소 조선 산업의 기술적 특성한국중소조(

선기술연구소 을 보면 중소형선 조선기술은1999) ,

선형 및 엔지니어링 기술 생산기술 관리기술로, ,

주저자, E-mail: crazyship@lycos.co.kr✝
Tel:032-860-8840

구별되는데 중소형조선소의 경우에 선형 및 엔지,

니어링 기술은 일부 조선소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계용역업체마저도.

유사 실적선의 설계 자료의 이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조선 업체들은 독자적인 기술자.

급 능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대학을 비롯한 정,

부출연기관 등과 공동으로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공기부양선의 추진기 고찰

강동우✝*, 김기완*, 이인선* , 김상근*

한진중공업*

Study of Aero Propeller for Hovercraft 

Dong-Woo Kang✝*, Ki-Wan Kim* , In-Sun Lee*, Sang-Kenu Kim*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요 약

Hovercraft는 수륙양용 공기부양선으로 일반 선박과는 달리 추진기의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항공기용 추진기 제작업체에서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지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에서 설계 건조중인 Hovercraft와 유사한 크기의 Hovercraft의 추진기

를 추진형식, 직경, 회전수, 날개수, 단독효율 등으로 검토하였고 추진기를 설치 시 고려사항인 배

치측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검토 결과 크기가 제한되는 선박 및 등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큰 정지추력을 요구되는 Hovercraft에서는 덕트 추진기가 요구되며, 날개수, 회전방향등은 큰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유사 Hovercraft의 배치 측면을 검토하여 건조중인 

Hovercarft의 추진기 배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Keywords: Aero-Propeller(공기추진기), Propeller Duct(덕트 추진기), Propeller Blade (추진기   

날개수), Activity Factor(활동 계수), Propeller Arrangement(추진기 배치), 공기부양선(Hovercraft), 

함수추진기(Bow Thruster) 

1. 서론

Hovercraft는 수면 또는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

기 위하여 공기압을 이용하여 수면 또는 지면 위

로 부양시켜 운항하는 공기부양선으로 주로 공기

추진기를 사용하여 추진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사양서에서 요구되는 함의 추진과 경사등반 그리

고 장애물 극복을 위한 추진기 설계 자료를 제공

✝강동우, E-mail: dwkang@hanjinsc.com

          Tel:051-410-8082

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추진기의 형식, 직경, 회전

수, 날개수, 단독효율 및 배치측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설계 요구사항

Hovercraft의 추진기를 선정과 관련이 있는 설

계 요구사항은 성능 면에서 설계중량에서의 운항

속도 및 정지 등반능력이 있고, 작동 시 기후환경

조건이 있다. 



1. 서 론

세일링 요트는 선체의 형상이 최소저항을 발생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선이나 

고속정의 설계 관점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세일

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으로 추진됨에 따라 풍향과 

풍속에 따라 선속과 선체 항주자세의 변화가 심하

고, 항해조건, 승선자의 요구 또는 해상 상황에 따

라 급격하게 항주상태, 방향, 선속 등을 변화시켜

야 하는 점에서는 일반 선박과는 다른 점이 있다.  

특히 바람을 거슬러 범주하는 상황에는 일반 선박

과는 달리 횡경사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세변화는 유체역학적인 비대칭성을 유

발하며 이에 따라 선체 직립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선형 설계자는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형과 부가물들의 위치와 형상 등을 설

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선박을 주로 

설계하던 설계자가 세일링 요트를 설계하는 경우 

일반선박의 여러 가지 설계인자들을  세일링 요트

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하여 세일링 요트의 선형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

다.

세일링 요트의 선형 설계

유재훈, 안해성, 박철수, 반석호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Hull Form Study of Sailing Yacht

Jaehoon Yoo, Haeseong Ahn, Cheolsoo Park, Suak-Ho Van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An overview of the sailing yacht design is provided, with an emphasis on the hull form 

parameters and the shape. The dimensions of the hull form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yacht itself. Also the heel must be considered seriously with 

respect to resistance performance.

※Keywords : Sailing Yacht(요트), Hull Form(선형), Resistance(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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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the Resistance performance of two Types Reamers
for Ice Breaker

Kwi-Joo Lee✝, Soon-Won Joa, Kyoung-Hwa Kim, Kyeong-Hoon Cho

Chosun University

Abstract

Since the year 2002, the demand for the construction of Ice IA class vessels is

increasing at an incredible rate. Hence more and more research work is being put into this

field in our country. These recent requirements have formulated new expectations from

these vessels from the point of view of service performance, open sea performance and

performance in ice-belt all simultaneously. Hence it is necessary to make design alterations

so as to decrease the ice-resistance without decreasing the speed characteristics of bare

hull. This paper makes an effort to alter the Reamer hull form design and analyze the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ice breakers. Two types of Reamer hulls are designed each

corresponding to 5900 tonnage Ice breaking hulls and a model test is performed at th

Circulating water Channel in Chosun University.

리머 빙저항 선형 쇄빙선Keywords: Reamer( ), ice resistance( ), hull form( ), ice breaker( ), CWC※

회류수조 모형시험model test(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항로 단축을 위해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북극해에 덮여있는 얼음을 깨면서 다

닐 수 있는 쇄빙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극지용 쇄빙선의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해 중

이다 김현수 등 북극권은 지구상에 남은. ( 2003).

최후의 지원 부존 지역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쇄빙

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경식 등.( 1992

✝주저자주저자주저자주저자, E-mail: kjalee@mail.chosun.ac.kr

주저자,✝ Tel:062-230-7075

는 일반해역 에서는 선박의Reamer (Open Sea)

저항을 증가약 저항 증가시키고 선박의 운( 10% ) ,

동 성능면에서 효과를 주는 단점을 가지Damping

고 있는 반면에 빙해역 에서는 빙 저항(Ice Sea)

을 감소시키고 얼음으로 에워싸일 때 선체의 압력,

을 감소시키며 개수로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얼음.

속에서 효과적으로 회전 가능하고 얇은 층의 얼음

속에서 발생하는 에 의한 충격으로부터Ramming

쐐기 모양의 선체를 보호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쇄빙선은 빙해에서의 성능은 물론 일반해역

에서의 속도 성능 또한 중요하다 따라(Open Sea) .

서 의 부착으로 인한 기본 선형의 성능을Reamer

손상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선형 개선으로 빙저항을



1.2톤급 소형 위그선의 구조 개념설계

박미영✝*, 최현규*, 조세현*, 김윤식**, 강국진**

(주)한국화이바 차량사업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Structural Conceptual Design of 1.2ton-class Small WIG Craft

Mi-young Park✝*, Hyun-Kyu Choi*, Se-Hyun Cho*, Yoonsik Kim** and Kuk-Jin Kang**

Transit Division, Hankuk Fiber Glass Co., Lt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ORDI**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some results of structural design research for the 1.2 ton-class WIG 

craft, which is an experimental one(1/2 scale) for the verification of hydrodynamic and 

aerodynamic performances of the 20passenger-class WIG craft. The structural concept is 

approached by skin-stressed design method that skin carries major stresses. In this stage, 

global and local loads are defined for the WIG craft, and the process of structural sizing is 

performed. The general airframe design process is adopted for the structural design. Critical 

flight loads and the wave impact loads shall be considered for the final verification of this 

structural design process in near future. Definition of load conditions and fundamental 

analysis by FEM are used for whole skin sizing of the WIG craft. Further FEM analysis is 

under processing and its results will be considered in the critical design stage later.

※ Key words : WIG craft, Structural Concept, Skin-stressed Design, Structural Sizing, FEM Analysis

1. 서론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해상 여객과 물류의 원

활한 운송을 위하여 고속 해상 운송시스템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위그선(WIG craft)이 

적합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미영, E-mail: hfg2aero@fiber-x.com

          Tel:055-359-2306

위그선은 파랑중 이착수 성능의 향상과 운항 안

전성 및 적정 운항율이 확보되면 고속 운항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차세대 해상운송시스템으로서 해

상 여객 및 물류의 주축을 형성하고, 도서지방 운

송 및 레저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 및 해안 접경지역에서 정찰용, 작전용, 

기동훈련 등의 군사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

다. 위그선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독일, 미국, 중

국, 일본, 호주 등에서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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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동과 내부 유동의 연성 운동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조석규✝*, 홍사영*, 김진*, 박일룡*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The numerical study on the coupled dynamics of ship motion and flooding 
water

Seok Kyu Cho✝*, Sa Young Hong* Jin Kim* and Il Ryong Park**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method to solve the ship motion coupled with internal 

fluid flow. Physically the internal fluid motion is coupled with the ship motion. Hitherto the 

numerical results of the coupled motion predict the general tendency with experiments. The 

main reason of inaccuracy is that the coupled dynamics of ship motion and internal water 

motion is not accurately accounted.

In this study CFD technique based on VOF is employed for the accurate analysis of 

flooding water motion. Some cases of the 24th ITTC stability committee’s benchmark study 

for tanker with internal fluid are analyzed by coupling the ship motion and sloshing 

dynamics.

※Keywords: Damaged stability(손상 안정성), Coupled dynamics(연성 운동), Flooding water(침

수), CFD(전산유체역학), Sloshing(슬로싱)

1. Introduction

선박이 손상되었을 때 안전과 이와 관련된 규정 

수정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손상된 선박의 안정성은 Ro/Ro 

Passenger, 초대형 컨테인너선, 함정 등 선원과 

✝주저자, E-mail: skcho@moeri.re.kr

          Tel:042-868-7501

승객의 안전이 중요한 고부가 선박의 설계에 필수

적인 설계요소이다. ITTC는 선박의 안정성에 관한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국제 공동 벤치

마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손상 선

박의 운동 수치해석 결과는 모형시험 결과를 정성

적으로만 예측하고 있다(Papanikolaou 2005). 현

재까지의 연구는 내부 유동을 집중질량으로 가정

하여 준정적 상태에서 수리모형을 사용하고 있

다.(Palazzi 2004, Letizia 2004 and MA 2000) 

준정적 방법을 사용하면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모



기상기준 평가를 위한 표류 및 파랑중 운동 모형시험

윤현규✝*, 김선영*, 김진하*, 김영식*, 홍사영*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Drifting Test and Motion Test in Waves for Assessment of the Weather Criterion

Hyeon Kyu Yoon†*, Sun Young Kim*, Jin Ha Kim*, Young Shik Kim*, Sa Young Hong*

KORDI/MOERI*

Abstract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s planning to include the Alternative Assessment 

of the Weather Criterion in new revised Intact Stability (IS) Code. In this study, the 

procedure of the model test in the Interim Guidelines was reviewed by carrying out the 

model test and analyzing the test results. For this purpose, RO/RO passenger ship whose 

ratios of breadth to draft and the height of weight to draft were more 3.5 and 0.5 

respectively was selected as a test ship. Drifting test and motion test in regular waves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hydrodynamic heeling lever and roll-back angle. As the drifting 

test results, the hydrodynamic heeling lever was changed in terms of heeling angles, while 

it was not influenced by the modification of drifting speed. Motion tests in waves were 

carried out in the three wave steepness conditions to measure roll-back angle and examine 

the feasibility of so called, the Three-step method. Using the test data, the Weather 

Criterion was assessed for the test ship by using the alternative metho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method.

1. 서론

수면 위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항상 파랑의 영향 

✝주저자, E-mail: hkyoon@moeri.re.kr

✝주저자, Tel: 042-868-7292

을 받게 된다. 특히 여객선이나 화물선과 같이 승

객과 화물의 안전이 중요한 선박에 있어서는 파랑

이 선박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건조 전․후에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국제해사기

구(International Martime Organization, IMO)에서

는 24m 이상의 여객선과 화물선에 대하여 일반적

인 비손상 안정성 기준에 추가하여 과도한 횡풍, 



1. 서론

내부 구획이 침수된 선박의 경우 입사파, 산란

파, 방사파와 더불어 구획 내의 내부 유동에도 영

✝주저자, E-mail: kimbw@moeri.re.kr

✝주저자, Tel: 042-868-7524

향을 받으므로 선박에 작용하는 휨모멘트, 전단력, 

비틀림모멘트 등의 파랑하중은 매우 복잡한 특성

을 띠며 동적 안정성의 손실에 의해 전복의 가능

성도 커진다. 또한 동적 안정성이 보장되더라도 

복잡한 파랑하중에 의하여 손상이 진전되어 결국 

전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다 신뢰적인 안

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손상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

파향을 고려한 손상선박의 파랑하중 고찰

김병완✝*, 홍도천**, 홍사영*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충남대학교 첨단수송체연구소*

Wave Load Analysis of Flooded Ship Considering Heading Angle

Byoung Wan Kim†*, Do Chun Hong**, Sa Young Hong*

KORDI/MOERI*

Chungnam National Univeristy*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wave loads of ships which suffer sinkage due to flood in a 

compartment caused by damage on side of hull. The motion of the damaged ship floating 

in waves is analyzed by using the boundary element method based on three dimensional 

potential theory considering hydrodynamic pressure in the flooded compartments. The shear 

forces, bending moments and torsional moments are calculated by the direct integration of 

the three dimensional hydrodynamic pressure on the outer and inner hulls. A 174.8m-long 

RORO passenger ship under head, oblique and beam waves is considered in numerical 

example and results for wave loads are presented.

※Keywords : Wave Load(파랑하중), Flow in Flooded Compartment(침수구획 유동), Damaged 

Ship Motion(손상선박 운동), Heading Angle(입사각)



선미파, 선미사파를 받는 선박의 과도 운동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민감도 해석 

권창섭† *, 여동진**, 이기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해상교통안전연구사업단** 

Sensitivity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xtreme Ship               
Motions in Following and Quartering Seas 

Chang Seop Kwon† *, Dong Jin Yeo** and Key Pyo Rhee*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itime Safety Research Division, MOERI/KORDI** 

Abstract 

Recently, researches to find rational mathematical model for prediction of capsizing have 

been progressed by ITTC. Lee(1997) developed a mathematical model which describes 6 

DOF transient motions, such as capsizing, of a ship in regular waves. In this study, a 

mathematical model for prediction of capsizing in following and quartering seas is 

developed based on Lee’ s model. And factors, such as nonlinear manoeuvring terms and   

damping moment due to skeg of a Purse seiner, affecting prediction of capsizing are 

analyzed through comparing simulation results with experimental results. Present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with ITTC benchmark test results. In rolling tests in beam seas and 

free runs in stern quartering seas, capsizing events are predicted well. But calculated roll 

angle is larger than experimental one.  

※Keywords: Capsize(전복), Following seas(선미파), Quartering seas(사파), 6 DOF 

transient ship motions(6 자유도 과도 선체운동) 

 

1. 서론 

선박의 전복 현상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복 현상의 원인이 매  

 

주저자, E-mail: mlace1@snu.ac.kr 

Tel: 010-9700-2947 

 

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현호(1997)는 파랑 중 선박의 6 자유도 과도 

운동을 모사할 수 있는 수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ITTC 에서는 전복 예측과 관련하여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참여한 팀들이 각자 다른 

수학 모델을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실험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선박은 선수부RoPAX

의 큰 플레어각과 선미부의 긴 트랜섬을 갖는 선

✝주저자, E-mail: dong-yeon.lee@samsung.com
주저자,✝ Tel : 042-865-4374

형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상이 발Parametric Roll

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Parametric

의 발생은 높은 파고 상태에서 수선면의 변화Roll

가 심하게 생기면서 복원력의 변화가 심하게 생기

고 그 변하는 주기가 횡동요 주기의 근처에, 1/2

있을 때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rance,W.L. et al. , 2003).

규칙파와 불규칙파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관한 실험적 연구규칙파와 불규칙파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관한 실험적 연구규칙파와 불규칙파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관한 실험적 연구규칙파와 불규칙파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동연이동연이동연이동연✝✝✝✝**** 최용호최용호최용호최용호,,,,
****

삼성중공업 주 조선해양연구소삼성중공업 주 조선해양연구소삼성중공업 주 조선해양연구소삼성중공업 주 조선해양연구소( )( )( )( ) ****

On the Experimental Study of Parametric Roll in Regular and Irregular Waves

D.Y. Lee *✝ , Y.H. Choi*

Marine Research Institute, Samsung Heavy Industries.*

Abstract

We have studied the parametric rolling for large container vessel with GM=2.1m loading

condition under regular and irregular waves. In the model test the ship speed was zero

and was changed to vary the encounter wave frequency and the wave was generated to

investigate the ratio of wave length to ship length.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of zero speed, the parametric roll and maximum roll angle was affected by the wave

length (wave period/roll period) and wave heights. In the regular waves whose encounter

period was close to the half of roll resonance period, the parametric roll was occurred

easily in the relatively small wave height.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encounter

frequency occurred maximum parametric roll in head sea was close to the half of natural

frequency of roll. When the still water metacentric height was GM 2.1m and vessel was

exposed in the irregular waves, the parametric roll was observed within zero speed and low

speed in this model tests.

파라메트릭 횡동요 메타센타높이Keywords: parametric roll( ), metacentric height, GM( ),※

조우주파수 파장 횡동요 고유주파수encounter frequency( ), wave length( ), roll natural frequency ( )



















서남권 해양 선박 생산기반 황

                                                                   김  훈 

(목포 학교)

1.해양 선박이란

  해양 활동을 한 필요한 기구(수상 기구)로는 수상 안 법에 의하면 

모터보트(motor boat), 요트(yacht),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고무보트

(rubber boat), 스쿠터(scooter), 호버크래 트(hovercraft), 수상스키(water ski), 패

러세일(parasail), 조정(rowing boat), 카약(kayak), 카 (canoe), 워터슬 드(water 

sled), 수상자 거(pedal boat), 서 보드(surf board), 노보트(paddle boat) 등 1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이들 수상 기구 에서 재 국내 조선소에서 주로 생산되는 

기구로는 선박류로써 각종 보트류와 요트가 주요 건조선종이다. 이들  선박은 

한 pleasure boa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선박은 어선과 달리 기능성보다는 안 성  안락성을 요시하며 어선에 비

해 외 과 내부장식이 고품질이다. 모터보트는 선박의 크기와 항해지역에 따라 

run-about boat와 cruiser  boat로 나 다. run-about boat는 주로 연근해에서 항해

하는 소형의 스피드 보트로   어업용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cruiser boat는 

run-about boat보다 형선으로 릿지와 선실을 갖추고 있고 크루징과 낚시 등의 

목 으로 이용되는데 양까지 항해가 가능하다. 

  모터보트는 추진기 의 치에 따라 선외기선박(outboard boat), 선내기선박

(inboard boat)  Stern drive 선박으로 구분된다. outboard boat는 엔진을 선미의 

바깥에 설치하는 선박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inboard boat는 엔진을 선박의 거의 

앙에 구 으로 설치하여 구동축이 선 를 통하여 연결되어 로펠러를 회 시

켜 구동한다. Stern drive boat는 엔진을 선미의 선내에 설치하고 로펠러를 포함

한 드라이  유닛이 선외에 설치되는 선박으로 inboard와 outboard가 혼합된 모터

보트이다. 

  요트는 크기에 따라 dinghy와 cruiser로 나 어지는데, dinghy는 장 3-6m로 1

개의 마스트와 1-2개의 세일을 갖춘 소형요트로 거주공간이 없는 1-2인승이다 이 

요트는 동력이 없이 풍력에 의존하여 항해하므로 비교  근해지역에서 이용된다. 

cruiser는 dinghy에 비해 형요트로 거주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력추진장치와 풍

력을 이용하여 양 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각종 항해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용 보트와 요트의 소재로는 강철, 알루미늄합 , FRP  목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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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stance Performance
by 100 tons Class High-Speed Patrol Ship

Kwang-Jun KIM *✝ , Tae-Kyu BAE* and Jae-Won HAN*

Dept. Shipbuilding, Korea Coast Guard*

Abstract

A model test carried out at the purpose of prediction of resistance for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resistance by attaching appendage for the ship

of 100 tons class planing hull. The resistance performance evaluation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bare hull and the appendage of two different vertical type

wedges.

활주형 선형 부가물 저항시험Keywords: Planing Hull Form( ), Wedge( ), Resistance Test( ), Hull※

선형설계 선저기울기Form Design( ), Deadrise(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월 노트급 톤10 45 100

급 경비정을 건조 완료하여 기간동안 최고APEC

의 경비정으로서 그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

에서는 톤급 고속경비정 이하 본정 의 선형100 ( “ ”)

개발 및 그에 따른 선형선정 경위와 저항 성능개

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저자, E-mail : kdgdy@hanmail.net✝
Tel : 032-835-2337

본정은 유사한 실적선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조

사양서의 요구조건을 검토하여 선정된 선형에 대

해 기본성능 및 모형시험 결과를 여러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여 최종 선형을 결정하였다.

본정은 국내외 건조실적이 있는 고속선형으로․
부터 선형 특성을 검토하여 선형요구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최적선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선형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선형에 대한 모형시험의 비교 평가는 BARE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모형시험은 고속정HULL ,

연구 경험이 풍부한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및 서일본유체기술연구소 에서 실시하였으WJFEL( )

며 모형시험 결과 및 운동성능 해석 결과를 토대,

로 최적선형을 검토하였다.



톤급 고속경비정의 의 성능연구톤급 고속경비정의 의 성능연구톤급 고속경비정의 의 성능연구톤급 고속경비정의 의 성능연구100 vertical wedge100 vertical wedge100 vertical wedge100 vertical w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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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조선강남조선강남조선강남조선

A Study of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100 Ton Class High Speed Patrol
Vessel by Attaching Vertical Wedge Type Appendage

Tae-yun Jung and Kwang-Il Lee✝

KANG NAM CORPORATION

Abstract

For the improvement of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a high speed patrol

vessel, a proper hull form design is of utmost importance. For high speed

vessels, attaching an appendage proves to be a drastic reduction in the

resistance.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prediction of resistance for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resistance by attaching appendage for

the ship of 100 tons class planing hull depending on the results of a

model test carried out for this purpose. The resistance performance

evaluation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bare hull and the appendage of

three different vertical type wedges. The model test is carried out in a

Circulating Water Channel.

활주형 선형Keywords: Planing Hull Form( ),※ Appendage 부가물 저항시험( ), Resistance Test( ),

선형설계Hull Form Design( )

주저자, E-mail : kangwin007@empal.com✝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본 고에서는 활주형어선의 종방향 중심 이(LCG)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이

용해 저항성능에 있어서 최적의 위치를 찾는 과LCG

정을 기술하였다.

주저자 E-mail: ykshin@stxship.co.kr✝

모 형 선모 형 선모 형 선모 형 선2.2.2.2.

길이 노트급 활주형 어선의 모형선을 마15m, 25

디카 목재를 이용하여 목형을 만든 후 로 성형FRP

하여 제작하였다.

축척비는 로 하였으며 고속활주시 선수부에1/20 ,

서의 스프레이 저항을 줄이기 위한 스프레이 스트립

을 부착하였다(spray strip) .

본 연구를 위해 개발 된 선형의 실선과 모형선의

시운전 및 만재상태 주요 제원을 다음 에Table 1

요약하였다.

고속 활주형의 종 방향 중심과 저항성능과의고속 활주형의 종 방향 중심과 저항성능과의고속 활주형의 종 방향 중심과 저항성능과의고속 활주형의 종 방향 중심과 저항성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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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relation study between LCG and resistance performance
for high speed planing boat.

Young Kuwn Shin *† , Yong Ju Choi*and Myoung Kyu Park**

Special & Naval Shipbuilding Division, STX Shipbuilding Company, Busan, Korea*

Div. of Ocean System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A series of test results of LCG variations for 5 different LCG point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The test was performed in Davidson Laboratory, and the scope of tests include

resistance, trim and sinkage. The best position of LCG for the resistance performance has

been derived to be as afterward of 8% LBP from midship.

종방향 중심 활주형선 상하운동 선측파형 저항조건Keywords: LCG( ), , Heave( ), , Resistance condition(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우리나라 어업은 고인건비와 인력난으

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우리나.

라보다 한발 앞서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적

절히 대처한 일본의 현황을 조사해보기 위해

서 우리 나라와 일본 어선들의 마력 선속 및,

선원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들과 같다.

Table. 1Table. 1Table. 1Table. 1 Comparison of domestic small size
fishing vessel

총톤수 업 종
주기관

PS×RPM

속력

(knot)

평균승선원

명( )

1.9

4.5

6.7

7.93

연 승

통 발

채낚기

〃

26×2100

95×2600

128×2200

220×2000

8.0

9.5

9.0

12.5

3

5

6

7

고속활주선의 저항 및 핏칭 개선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고속활주선의 저항 및 핏칭 개선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고속활주선의 저항 및 핏칭 개선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고속활주선의 저항 및 핏칭 개선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이귀주이귀주이귀주이귀주✝ 김태훈 장치원김태훈 장치원김태훈 장치원김태훈 장치원, ,, ,, ,, ,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istance and pitching
improving device for high speed vessel

Kwi-joo Lee✝, Tae hoon Kim, Chi won Jang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Abstract

In the design of high speed vessel, its hull form has to be decided from a view

point of resistance and propulsion performance without neglection of seakeeping

characteristics. In spite of many efforts, the performance improvement by hull form

itself has its limitations, specially for high speed craft.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of resistance and seakeeping improving appendage for high speed

planing hull on behalf of the hull form of fishing vessel has been introduced. The

developed appendage verified its effectiveness in the full scale test.

활주선 저항 핏칭 부가물Keywords : Planing Hull( ), Resistance( ), Pitching( ), Appendage( ), High※

고속선 트림 트림 및 핏칭 개선장치Speed Vessel( ), Trim( ), Trim and Pitching Improver ( )

주저자, E-mail:† kjalee@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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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체-구조 연성운동에는 강성(solid) 연성운동과 유탄성

(hydroelastic) 연성운동이 있다. 강성 연성운동의 표  사례

는 부유체 해양구조물을 들 수 있다. 지 까지는 유체유동을 

비 성 운동으로 보고 일양(homogeneous)의 힘으로 보아 구조

물에 미치는 힘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조물의 운동

을 실험   해석 으로 측해 왔으나 엄 하게 해석하기 

해서는 유체의 비 성 운동에 따른 구조물 주 에 발생하는 

와(vortices)의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컴퓨터 성능향상에 힘입어 수치  해석방법에 의한 유

체-구조물 연성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에 있지만 이들 결과들을 뒷받침 해주는 실험계측방법은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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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과 구조물의 운동을 각각 독립 으로 측정하는 것이어

서 이들 측정결과들로부터 유체-고체의 연성운동을 도출해 내

기란 용이하지 않다.

  구조물의 운동을 해석하기 한 표  실험방법에는 비

식 6자유도 운동측정시스템 (일본조선연구 회, 1984)이 있

다. 이 측정시스템은 2  이상의 CCD카메라에 투 된 구조물

의 상을 이용하여 삼각측량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3차원 

치를 측정하는 것인데 카메라 즈의 왜곡효과 등을 무시하고 

있는 계로 정 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벨기에의 

KRYPTON사는 이를 보완하여 6자유도 운동측정시스템을 상용

화 하 는데 시스템의 가격이 매우 고가인 것이 단 이다. 

  유체의 운동을 해석하기 한 실험  방법에는 비 식 3

차원 입자 상유속계 (도 등, 2000)가 있다. 이것은 유체의 

도와 동일한 추 입자를 유동장에 투입한 후 이들의 운동을 2

 이상의 CCD카메라로 기록하여 얻어진 상을 이용한 3차

원 정합을 실시함으로써 유동장 체에 한 동일 시각의 수

많은 3차원 속도성분벡터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Doh 등(2004)은 유체-구조 연성운동 해석을 한 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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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es on the Hrdroelastic Flow-Structure Interactions on pulsed impinged jet is measured with the FSIMS(Flow-Structure 
Interaction Measurement System. The measurement system consists of three cameras(1k x 1k), light sources(Ar-ion) and a host computer. The 

nozzle diameter is D=15mm and two major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cases of the distance between the nozzle tip to the elastic wall 

is 6.0. The pulsed jets were controlled by a solenoid valve and were impinged onto an elastic plate (material: silicon, diameter: 350mm, thickness: 
0.5mm, hardness: 15). The Reynolds numbers were 20,000 and 24,000 when the jets were impinged with the volume velocitie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elastic plate moved slightly to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jet direction at the time of valve opening. It has been shown that the 

vortices travelling over the surface of the wall made the elastic wall distorted locally due to a vector forces between rotating forces of the vortex and a 
newly-incoming flow.



1. 서    론

 

  해양구조물 혹은 선박의 운동의 경우 유체-구조 연동운동을 

수반한다. 연동운동 해석을 한 방안으로서는 수치  해석방

법과 실험계측에 의한 해석방안을 들 수 있다. 

  최근, 컴퓨터 성능향상에 힘입어 수치  해석방법에 의한 유

체-구조물 연성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에 있지만 이들 결과들을 뒷받침 해주는 실험계측방법은 유체

의 운동과 구조물의 운동을 각각 독립 으로 측정하는 것이어

서 이들 측정결과들로부터 유체-고체의 연성운동을 도출해 내

기란 용이하지 않다. 

  구조물의 운동을 해석하기 한 가장 최신의 실험  방법에

는 비 식 6자유도 운동측정시스템 (일본조선연구 회, 1984)

이 있다. 이 측정시스템은 2  이상의 CCD카메라에 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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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상을 이용하여 삼각측량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3차

원 치를 측정하는 것인데 카메라 즈의 왜곡효과 등을 무

시하고 있는 계로 정 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벨기에의 

KRYPTON사는 이를 보완하여 6자유도 운동측정시스템을 상용

화 하 는데 시스템의 가격이 매우 고가인 것이 단 이다. 

  한편, 유체의 운동을 해석하기 한 실험  방법에는 비

식 3차원 입자 상유속계 (도 등, 2000)가 있다. 이것은 유체의 

도와 동일한 추 입자를 유동장에 투입한 후 이들의 운동을 

2  이상의 CCD카메라로 기록하여 얻어진 상을 이용한 3차

원 정합을 실시함으로써 유동장 체에 한 동일 시각의 수

많은 3차원 속도성분벡터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물 운동에 하여 보다 신뢰도가 높은 해석을 달성하기 

해서는 유체-구조 연동운동을 동시에 측정해야 하는데 도 등(2004)

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체-구조 연동운동 3차원 측정시스템을 개

발하 다. 이 측정시스템은 세계 최 의 것인 계로 이 측정시스

템에 한 표  검증법이 없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측정시스

템에 한 검증법의 구축과 이를 이용한 시스템의 측정성능을 평

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삼고자 한다. 

유체-구조 연동운동 3차원 측정시스템의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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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erformance tests on the 3-Dimensional Flow-Structure-Interactions-Measurement System(FSIMS) has been carried out. Experimental 

data obtained by the FSIMS on a floating cylinder have been used to generate a set of artificial images. Comparisons between the data obtained by the use of 

the artificial images and those original experimental data has been made. Another set of artificial images have also been generated based on theoretically 
modulated sinusoidal motions, and comparisons between the data obtained by the use of these artificial images and the theoretical ones have been carried out, 

too.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FSIMS has a measurement uncertainty of 0.04~0.06mm/frame for velocity vectors and 0.002~0.01mm for the cylinder's 

positions.



1. 서    론

 
  형 부유식 구조물은 연안지역의 효율 인 해양공간활용 

방안  하나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연안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쳐 평평한 해 지형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 면의 

변형에 따른 형 부유식 구조물의 유탄성 거동 특성을 고려

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Watanabe et al, 2004; 
Kashiwagi, 1998, 1999)에서는 수심 상태에서의 형 부유식 

구조물에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수

심이 유한한 근해역에 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해역에 설치되는 경우는 해 면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주로 경계요소법에 근거한 수치기법이 주로 사용되었

다. 경계요소법은 물체경계면에서만 격자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격자계가 비교  간단하며 미지수의 개수가 기 때문에 수치해

석을 수행할 경우 용이한 면이 있다. 선행연구로서 Hong et 
al.(2002)이 부유식 방 제를 고려한 폰툰형 형 부유식 구조

물의 유탄성 거동을 고차경계요소법을 사용하여 해석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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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해 지형을 고려한 형 부

유 구조물의 유탄성 거동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체 경계면을 

모두 격자화하여 해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

우에는 매우 큰 계산 용량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계산 시간도 

미지수 개수의 제곱 는 세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
라서 일반 인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해 면을 고려한 형 

구조물의 유탄성 거동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수치계산상 비효율

인 면이 있다. 이러한 경계요소법의 단 을 극복하고 해 면

의 효과를 고려하기 해 여러 가지 수치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

구가 이루어졌다.(Namba & Ohkusu, 1999; Utsunomiya et al., 
2001, 2002; Shiraishi et al., 2002; Iijima & Shiraish, 2002; Murai 
et al., 2003; Belibassakis & Athanassoulis, 2004; Bai et al., 2001)
  한편, Kyoung et al.(2004, 2005a, 2005b)은 유한요소법을 이

용하여 비교  간단한 2차원 형상의 해 지형을 고려한 

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유탄성 거동 해석을 수행하 다. 유한

요소법은 복잡한 해석 역을 비교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해석분야에서 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한 유한 

요소법을 통하여 얻어진 최종 인 선형 수방정식은 각지배

행렬을 가지며 매우 좁은 띠 모양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해석 

역을 모두 격자화해야하는 단 에도 불구하고 수치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형 부유체의 3차원 해 지형에서의 
유탄성 응답해석

경조 ․홍사 ․김병완
해양시스템안 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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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ree Dimensional Sea-Bottom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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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Hydroelasticity 유탄성 , 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 Sea-bottom topography 해 지형, Potential flow 이상유

체, Mode superposition method 주 수 역해석

ABSTRACT: The effects on the hydroelastic response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VLFS) by three dimensional sea-bottom 

topography a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nd numerically. Finite element method based on the variational principle is used in fluid 

domain in the scope of potential flow theory. Floating structure is modeled as a thin plate with uniform stiffness. The hydroelastic 
responses of the plate are analyzed by the mode superposition method. As a mode function, the Legendre polynomial is adopted as the 

mode function instead of well-known free-free beam mode function. A triangular sectioned sea-bottom with finite width is considered in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y. Comparisons between numerical results and experiment data show a reasonably good agreement. 



 

 

1. INTRODUCTION 

 

Many of the newly emerging generation of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HP/HT) reservoirs in offshore field are being 

exploited as part of subsea tie-backs to existing platforms.  

There is a need to insulate the flowlines to transport the product 

without wax and hydrate formation as the product cools along the 

length of the pipelines. 

To prevent wax and hydrate formation, the pipe-in-pipe (PIP) 

system is the best configuration so far to insulate the flowline.  

In addition, the pipe-in-pipe system provides a good protection of 

the HP/HT flowlines. 

Heat loss from the flowline can be prevented by applying 

insulation between the flowline (carrier) pipe and casing pipe 

using the pipe-in-pipe design concept.  Additionally, the oil or 

gas production may be associated with high internal pressure.  

Both temperature and pressure result in pipeline expansion 

defined by temperature, internal pressure, interaction force 

between the flowline pipe and casing pipe, and the pipeline 

restraint condition on the seabed. 

With the use of a pipe-in-pipe system, additional design features 

that are not presented in the conventional pipeline design, are 

required.  Due to the increased number of components in a 

pipe-in-pipe system, compared with single wall conventional 

pipelines, the design process is iterative as the interactions of the 

components may necessitate design alter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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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peline, buried or unburied, has both an active portion and 

fully-restrained portion.  A buried pipeline has a much larger 

contact area with seabed and, consequently, the pipeline is 

restrained by the combined effect of soil pressure and friction.  

The review of the historic work and the latest research results on 

this pipeline expansion may be found from AGA (1987), Choi 

(1995), Hobbs et al (1989), Palmer et al (1981), Kershenbaum et 

al (1996).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on analytical 

method for the expansion, mechanical design, and integrated 

expansion design of the pipe-in-pipe systems.  A pipe-in-pipe 

system approach with a structurally-coupled flowline pipe and a 

casing pipe was considered.  Temperature, pressure, soil 

resistance, and interaction force between the flowline pipe and the 

casing pipe are considered. 

 

2. PIPE-IN-PIPE SYSTEM 

 

A typical cross sectional arrangement of pipe-in-pipe system is 

presented in Fig. 2-1.  Hot and high pressure product is flowing 

in the flowline whose wall thickness and material grade are 

determined by the maximum operating pressure.  Insulation 

material is applied between the flowline pipe and casing pipe to 

prevent heat loss.  The casing pipe protects the insulation and 

the flowline pipe.  The casing pipe's wall thickness and material 

grade are determined by the collapse criteria due to installation 

bending and external pressure.  The flowline pipe and casing 

pipe have mechanical connections through the steel ring plates 

(waterstops) and the bulkheads.  The former are evenly 

distributed along the pipeline and the latter will be located at ends 

of the pipeline as shown in Fig. 2-2 and Fig. 3-1.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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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analytical method, investigation results, and application of expansion, mechanical design, 
and integrated expansion design of subsea insulated pipe-in-pipe (PIP) systems due to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product. 
To prevent heat loss from the flowline, insulation material is applied between the flowline and the casing pipe. The flowline pipe 
and casing pipe have mechanical connections through the steel ring plate and the bulkhead.  Both temperature and pressure result 
in pipeline expansion defined by temperature, internal pressure, soil resistance, and interaction force between the flowlin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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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발표되는 경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 경제의 회복

과 BRICs의 경제 발 에 따라 해상 물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

고 향후 10년간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건조량 증   해양자

원 개발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망되고 있다. 한 육상 자

원의 고갈로 해상 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 

구조물의 수요가 재보다 증 될 것이고, 고정식 해양 구조물 

보다는 심해 자원 개발에 합한 FPSO, Semi-FPS, TLP 등과 

같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수요가 증가될 망이다.

  Fig. 1 같이 서부 아 리카, 멕시코만, 라질의 세계 3  심

해시장에서의 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 되고 있어서, 

심해 투자 자본의 75%가 이 지역에 집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갑래,2003)

  해상 유  개발도 근해 유 의 고갈로 심해로 이동됨에 따

라 채굴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해양구조물

에 작용하는 하 조건이 과거보다 훨씬 가혹해지면서 구조물

의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임성우,2005)

제1 자 임성우 연락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천리 79-5

        031-370-9545  swim@rist.re.kr   

  따라서 철강생산업체들이 이에 합한 해양구조용 강재를 

개발하기 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ig. 1 심해 유 지  분포

  해양구조용 강재는 모재  용 부에 해서 API RP 2Z에

서 정하고 있는 항목이 평가된다. 그러나 모재와 용 부에 

한 피로  취성 괴에 한 평가가 제외되어 있다. 해양구조

물은 하  특성상 피로하 을 받기 때문에, 이에 해서는 어

떤 방법으로든지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 구조물의 

Topside 구조물은 해상에서 작업하고 생활하기 한 모든 시

 API 2W Gr.50 강재를 이용한 형 Topsid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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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rge-scale model tests of welded topside joints were carried out to observe the fatigue behavior of API 2W Gr.50 steel produced by 

POSCO. The fatigue crack behaviors for various loading conditions were measured and investigated around the critical joint sections. The 

experimental results have been verified with numerical approaches and also compared with the AWS D1.1 and DnV RP-C203 design curves. The 

hot  spot stress method was applied in the study. The SCF factor for topside joint was also obtained.



1. 서  론

형 구조물은 설계  시공과정에서의 결함 는 설계 당시에 

고려되지 못하 던 각종 하 조건과 환경요인, 자연재해로 인해 

구조손상이 발생할 험이 있다. 특히, 구조 합부의 손상은 응력 

달의 불균형과 편심효과를 가져오며 응력 집 의 효과로 인한 

 다른 손상을 래한다. 이에 구조물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으로 구조물의 응답 변화를 이용하는 구조건 성 모니터링 기

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오고 있다.

구조 건 성 모니터링 기법은 추출된 진동특성치의 변화를 감

지하여 구조계의 역 인 상태변화를 식별하는 기법이다. 재 

구미 선진국에서는 진동기반 구조 건 성 모니터링 기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속도 센서로부터 계측된 

주 수 역의 응답신호에서 추출된 진동특성치의 변화로부터 구

조계의 역 인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법으로 손상 역의 

추정에 용이하다. 하지만 손상의 치가 모드 특성 민감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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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은 곳인 경우와 손상 크기가 기 균열과 같이 모드 특성의 

민감도가 작은 경우에는 손상 검색이 어렵다.

최근 스마트 재료의 출 으로 구조 건 성 모니터링에 새로운 

차원의 기법들이 부가되어지기 시작했다. 그  압 / 왜

(piezoelectric/electrostrictive) 효과를 이용한 PZT재료는 가진과 센

서 역할을 동시에 수반하여 국부 인 손상이나 기의 미소 손상

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주 수 역의 진동특성을 이용함으로

써 구조물의 상태를 단하는 모니터링 기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Liang 등(1993)이 압  가진기의 동  특성에 한 이론  

연구를 하 으며, Su-Wei Zhou 등(1994)이 압  요소의 온도 상승

과 열응력에 한 연구를 하 고, Giurgiutiu 등(2000)이 EMI 기법

을 항공기의 구조 건 성 모니터링과 손상 검색에 용하 다. 

한, Bhalla 등(2003)이 구조특성의 변화와 임피던스의 계에 한 

단자유도에서의 알고리즘 정의와 실험  규명을 하 다. 이런 PZT

센서의 EMI(Electro Mechanical Impedance)기법은 다른 기법에 비

해 경제성이 우수하고, 장 용성이 뛰어나다. 한 EMI신호로

부터 구조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기 손상 식별에 매우 뛰어난 

기법이다. 그러나 센서 인 부의 국부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여 

괴 험 부 의 손상여부 규명에는 용이하지만 모니터링 역이 

소하다는 제약이 따른다.

하이 리드 모니터링에 의한 구조 합부의 손상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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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mising hybrid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for structural joints. For 
this propose, the combined use of vibration-based techniques and electro-mechanical impedance technique is employ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health monitoring scheme, a series of damage scenarios are designed to simulate various situations at which the connection joints 

can experience during their service life. The obtained experimental results, modal parameters and electro-magnetic impedance signatures, are 
carefully analyzed to recognize the connecting states and the target damage locations. From the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hybrid 

health monitoring system is successful for acquiring global and local damage information on the structural joints.



1. 서  론

  항로상이나 항로 근처에 교량이 건설되어 선박과 충돌하는 

경우, 사회간 자본의 피해는 물론 규모의 인명 손실,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돌하 에 한 요

성은 국내∙외 으로 부각되고 있다. 선박충돌과 련된 연구

는 주로 선박과 선박의 충돌이나 선박의 좌  등을 주요 연구

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량-선박 간 충돌에 해서 AASHTO

는 교량 설계 시 선박 충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 고, 충돌력 

산정식을 제시하고 있다[AASHTO, 1991]. 그리고 해동 시 유

빙이나 홍수 시 부유물에 의한 충돌하 에 해서는 교량의 

하부공을 보호하는 시설의 설계에 하여 주로 연구되었다[이

계희 등, 2004 ; 한토목학회, 2003]. 　

 특히, 1990년 부터는 유한요소해석 기술의 발달로 유한요소

법을 이용한 선박 충돌 시뮬 이션이 가능해졌다. 이 수치 시

뮬 이션은 기존의 하 재하 형태로 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표 이 가능하여 선박 충돌 시 교량의 복잡한 거동을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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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최병렬, 2005 ;김종성 등, 2004]. Wisniewski 등

(2001)은 선박-선박 충돌 시 운동에 지를 유한요소 해석 로

그램을 사용하여 산정하 고, Sourne 등(2002)은 해수의 향

을 고려하여 선박-선박 충돌 시 충돌력과 운동에 지를 유한요

소 해석을 통해 산정하 다. 한 Consolazio 등(2004)은 시간

에 따른 충돌력, 선수 변형량에 따라 자켓구조물이 받는 충돌

력과의 계를 각각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구하 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선박과 선박 충돌이나 선수부가 단순

한 바지선과 해양구조물의 충돌에 해 연구되었으며, 복잡한 

거동을 보이는 교량과 bulb를 가지는 형 선박의 충돌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형 선박의 충돌이 해상 교량에 

미치는 향을 수치 시뮬 이션 기법을 통해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충돌력 산정 방법에 따라 컨테이 선 충돌

력의 시간이력을 분석하고, 각각 충돌력에 한 사장교 주탑부

의 동  응답을 ANSYS 9.0[고재용, 2003]과 ANSYS/ 

LS-DYNA를 이용하여 해석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선박 충돌 시뮬 이션을 통한 사장교 주탑부 응답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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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ynamic impulse responses of the pylon of cable-stayed bridges by simulating 

container ship collision. The following approaches are used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Firstly, a pylon of a cable-stayed bridge and a 
container ship are selected to analyze dynamic responses due to the collision between them. Secondly, three different models are selected to 

estimate the dynamic impact forces on bridge pylons. Thirdly, the impact force was calculated from each collision model by using the 

ANSYS/LS-DYNA program. Finally, stresses and displacements of the pylon in the each model are computed by applying the each 
calculated impact force. From the results, the static and dynamic responses for pylon of cable-stayed bridge in all models were compared.  



1. Introduction

  This paper presents analysis procedures to verify the structural 

adequacy of changed structure of West E-drill semi-submersible 

drilling platform. This is the first EPC project to SHI subject to 

strict conditions to be guaranteed for dead weight under transit 

condition and stability requirement under operating condition. In 

the previous similar semi-submersible project, which Moss 

designed and Hitach constructed, failed to guarantee the conditions 

due to excessive light weight. The pontoon had to be dissembled 

and expanded in both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 at late 

stage of construction. This led to huge damage to Hitach 

shipyard. 

 In order not to follow the similar failure at construction step, 

SHI has made an attempt to cut down light weight from the 

initial design stage. The basic design provided by Moss Maritime 

was improved from weight reduction point of view. The changed 

design has been verified to satify strength in accordance with 

DNV rules. Some part of analysis procedure was changed to 

evaluate structural behavior more exactly. 

 Global dynamic structural analysis and global static structural 

analysis are performed with SESAM [1] package and local static 

analysis is performed with PATAN [2]  and NASTRAN [3]. 

2. Global structural analysis 

 The purpose of the global strength analyses is to assess the 

structural response effects under certain design conditions. These 

results are used to confirm the integrity of the truss and obtain 

general stress levels due to wave action for local design of the 

structure. The global responses under dynamic loads are calculated 

based on a stochastic approach. The global responses will be 

combined with local response effects for yield strength check and 

buckling check based on the total stress in the local structural 

analysis. Based upon loads from the hydrodynamic analyses in 

conjunction with anticipated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structural responses of the semi-submersible  in both operation 

and survival conditions have been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sponses calculated for unit amplitude regular waves. The global 

strength analyses are based linear analyses methods and performed 

by use of the analysis tool SESAM. 

 2.1 Main Particulars

2.2 Determination of design waves and hydrodynamic 

response

 To satisfy the need for simultaneity of the responses, a design 

wave approach is adopted for maximum stress analysis of 

column-stabilized units [4]. The merits of the stochastic approach 

Semi-Submersible의 Global  Local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량 감
Weight Reduction of Semi-Submersible Drilling rig through Global and Local Streng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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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 partly changed basic design provided by Moss Maritime to reduce light weight to avoid failing to guarantee dead weight and 
stability requirement of West E drill semi submersible project. Deck plate thickness and longitudinal stiffener size were changed partly in upper 
hull structure and outer shell plate, stiffeners on the plate and web section types were changed in pontoon. The weight corner column is 

reduced by making a few large openings on stringers. To minimize manual work in analysis process, some in-house programs were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upper hull structure. Global  structural analysis and local structural analysis are  performed to verify strength adequacy of the 
changed design. For more exact stress analysis, 3D shell models are used for local structural analysis instead of simple beam model. 

Table 2.1 Principal dimension of West E-drill Semi-Submersible 

Length of pontoon 118.6 m
Width of pontoon 15.7 m
Height of pontoon 10.2 m

Height to deck double 
bottom

36.2 m

Height to main deck 38.7 m
Height to upper deck 45.2 m

Length of deck structure 93.2 m
Width of deck structure 83.2 m  

Loading condition Transit Survival Operational
Draught 9.85 m 21.5 m 23.5 m

Displacement 35,000 ton 51,600 ton 53,600 ton



1. 서    론

  노동부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의 산업재해 증가는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 ; MSDs)과 같은 작업 련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매년 

증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한 산업보건문제로 

두되고 있다(김동 , 2005). 특히 작업 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성 하, 근로의욕 하, 품질 하 등의 경

손실은 물론 직  의료비의 부담과 직원들의 보상  작업

조건 개선에 한 요구는 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쟁 사항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근골격계 질환이 작업 련성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의학  치료를 통해 발병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작업장에서 질환이 재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방이 

가장 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작업환경과 

련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작업 자

세를 정확히 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조선업계에서는 같은 작업장에서 매번 크기와 모양이 다

른 선박을 건조하게 되므로 일정한 작업 자세를 악하고 분

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 산업의 많은 공정  근골격

계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공정으로 용 을 선택했다. 용

공정에서 표 인 작업 자세를 Ergonomic Human Model 범

용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환경과 작업자를 Modeling 하여 근골

격계 질환 발생 험정도를 분석하는 것과 분석결과 험정도

가 높게 나온 자세를 개선하여 얼마나 그 정도가 낮아지는지 

개선방안을 나름 로 제시해 보 다. 한 작업환경과 작업 자

세를 Modeling한 것은 Library에 Catalog로 장하여 재사용

이 가능토록 하 다.

2.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골격계 부 에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

며, 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작업, 작업의 지속 시간, 

작업물 량, 요구되는 힘, 진동, 개인 인 요인 등에 의하여 

근육, 신경, , , 인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시뮬 이션을 이용한 선박생산 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 감소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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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e of industrial disaster which is a work relation disease like a Musculoskeletal Disorders(MSDs) occupies very big 
space and increases every year rapidly. This is leading to the labor desire degradation with a productivity degradation. But, The prevention is 

becoming the most priority because MSDs are difficult to remove the outbreak reason and the relapse is easy. On this research, we do the 

simulation some repesentative postures of welding process and assort the danger posture among the welding process. And then we present the 
method to improve a danger posture assorted and find out the result through the simulation how we were improved. Product and Resource used 

at the simulation are asked to be saved at the Library for reusing.



1. 서  론

1980년도를 지나면서 국내조선의 수 은 선진 조선강국인 

일본과 경쟁하면서  세계 조선강국 들의 경쟁을 뚫고 명실

공이 세계최강으로서의 면모를 지켜왔다. 한, 국내 정보기술 

산업의 발 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 다양한 통신방법

을 수반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IT기술이 발 되면서부터 공장

자동화에서부터 홈오토메이션에 이르기까지 그 용분야는 실

로 범 하게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경기와 IT 산업의 발 에도 불구하고, 과

거로부터 답습되어온 기술은 그러한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조선  정보기술의 발 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으

며, 한 조선설계의 핵심 S/W인 CAD시스템은 모두가 외국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이 한 부가가치기술로서의 산업

발 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부문들의 문제

을 해결하고, 보다 진보 인 정보기술을 목시켜 더한층 앞선 

조선기술의 발 에 이바지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조선소들은 각각 자사의 특성에 맞는 CAD시스템( : 

AutoDEF, Tribon, AutoCAD, CADRA 등)을 도입하여 사용하

고 있고, 생산성을 높이기 한 노력으로 각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산의 N/C(Numerical Control : 수치제어) 장비에 별도

의 추가작업 없이, 설계된 Data를 직  달하여 생산할 수 있

는 CAM 시스템의 개발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각 조선소들

주 자 차창수 연락처 : 울산시 구 북정동 138-1

                       052-223-7032, csc7032@hanmail.net

에 의한 이러한 노력들은 자사에서 처리되는 물량에 한해서는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조선소들에 한 물량을 처리하는 선박의 

Block 제작업체들과 단업체들에서는 모기업인 각 조선소들

로부터 달되어오는 수많은 CAD Data  CAM 장비의 Data

들의 Data Format이 통일되지 않아 모기업으로부터 달받은 

CAD Data  CAM Data 들을 자사의 시스템에 맞도록 일일

이 수작업에 의하여 Data를 변환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필요이상으로 과 되고, 이로 인해 생산

성을 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Fig.1 참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여러 종류의 CAD Data를 별도의 

작업을 수반하지 않고 각각의 설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동 

변환될 수 있는 CAD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강 의 단작업

이 공정상 많이 포함되어 있는 력업체에서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 까지 수작업으로 수행해 오던 

Data 변환작업을 본 시스템으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기 때

문에 인건비 감은 물론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발된 호한 시스템의 개 인 부분을 기술

하 고 용 를 통해 본 시스템의 유용성을 보 다.

강 단 NC Data 호환 시스템의 개발

이주성*․김종문*․박재우*․차창수**․김종식**․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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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S C&I

Development of Interchangeable System for NC Data in Plate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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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 of Ulsan, Korea

**CS C&I Ltd., Ulsan, Korea

KEY WORDS: Numerical Control 수치제어, Plate Cutting 강 단, Nesting CAD 네스  캐드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CAD system to interchange the numerical control (NC) data for plate cutting. 
The pres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so as to transfer any NC data from the various CAD into the format which can be used in any NC 

machine for plate cutting. General flow for the present system is described herein. An application example is illustrated to show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system. The present system can be usefully used at the shipyard and corporative companies to enhance the productivity.



1. 서    론

  해  석유개발이  심해로 들어감에 따라 계류시스템의 비

이 상 으로 커지게 되었다. 여태까지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계류계의 설계에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었다. 어

떤 경우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해결책을 얻

기가 쉽지 않다.

  종래의 부유체의 계류시스템의 설계는 Catenary equation에 

근거한 정 해석을 주로 하여 왔다 (Berteaux, H.O.,1976, 

Pode, 1951). 이 방법은 바람, 조류 등 외력을 시간에 따라 변하

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한, 하 -excursion curve에서 설계 포

인트 부분을 직선으로 가정하는 소  정  해석방법에 의한 

설계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정  혹은 정  해석에 

근거한 설계법이 수심이 100 meter 이하의 천해에서는 그 간편

성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수심이 300~500 meter 이상으로 차 깊어지면, 계류삭의 동

거동이 문제가 된다. 한, 계류삭의 감쇠  부유체의 표류감

쇠 추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더하여 10~20년 

이상 장기계류에 따른 피로 괴에도 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  해석방법만으로는 도에 의한 다양한 동 하  들을 고

려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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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계류시스템의 설계는 부유체와  계류계를 동시에 모델

링하여 동 해석을 수행하는 이른바 연성해석 (coupled 

analysis)이 각 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의 매우 발달

된 컴퓨터의 도움으로 부유체와 계류계, 라이져, 이 라인  

 다른 부유체 들을 직  한꺼번에 모델링 하고 체 구조물을 

시간 역에서 동시에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방 한 계

산량과 계류삭의 감쇠  부유체의 표류감쇠 추정에 불확실성으

로 인하여 그 효율성  실용성을 검증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계산들은 scatter diagram에 나와 있는 매 환경조건마다 

수행하고 장기 인 하 의 에 따른 피로해석까지도 포함하

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산업체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컴퓨터 

로그램들은 복잡한 모델들에 요구되는 방 한 계산 양 때문에 

기설계에 실용 인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간 역해석과 주 수 역해석과 같이 서로 다른 근방식

에 따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생기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API, 2005). 

  이와 같은 계류계의 해석에 한 논문은 매우 많이 발표되었

으나, 기본 설계에 한 연구나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Barltrop, N.D.P. (1998), API (2005) 등 실제 으로 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연구group에서는 여 히 종래의 연성을 

해제한 혹은 일부 연성된 근방식을 부유체의 계류시스템 설계

에 용하는 간이설계방법을 선호한다. 

  Baltrop(1998)은 부유체 설계에 한 지침서  제9장 계류시

스템  제10장 동 치유지에서 설계챠트에 의한 간이 설계법

심해 FPSO 계류시스템의 기설계에 한 고찰

박인규
*

*울산 학교 자동차선박기술 학원 

A Study on the Conceptual Design of Mooring Systems for Deep sea 
FP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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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ual design of mooring systems for the deep sea FPSOs is carried out. A simplified design method based 

on quasi-static analysis is examined. They are Baltrop's method and API's method. Several example designs are introduced for various water 
depth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designed results by simplified method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mmercial computer program 

such as MOSES etc. Using the simplified method, reasonable conceptual design of the mooring systems for deep sea FPSO in earliest possible 

stage is obtained. 



1. 서    론

 

  최근에 삼성 공업은 semi-sub type의 drilling rig를 수주하

다.  이는 창사 이래 이와 같은 형식의 구조물로서는 최 의 

수주로서, 향후의 해양구조물 수주시장 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유

사 형식의 해양구조물 수주활동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측된

다.

  본 논문은 이 semi-submersible drillling rig의 기본성능 해석

을 수행한 내용을 기술한다. 이 해양구조물의 설계조건은 거친 

북 서양 해역의 수심 3,000m에서 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stability를 비롯한 각종 선박의 기본성능이 이 해역에서의 까다

로운 선   각 기 의 해당규칙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semi-sub rig의 설계  기본성능 확보를 

한 계산으로서 hydrodynamic motion, DP analysis, stability

계산, power prediction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석 결과는 선

의 승인 과정과 유사선의 시운  는 모델 테스트를 통해 유

효한 결과 음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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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구조물의 계산 조건

  설계에 고려되는 구조물의 계산조건으로서는 각 조건에 따른

배수량과 흘수로 정의되어져 있다. 따라서 작업조건(Operating 

condition)에서는 흘수 23.5m에 배수량은 54,600 tonnes, 생존조

건(Survival condition)에서는 21.5m에 배수량 52,600 tonnes 이

며, 이동시 transient 조건하에서는 흘수가 9.85m에 배수량은 

35,700 tonnes로 정해져 있다.

  치 유지를 한 DP의 성능 해석을 해서는 8개의 thruster

와 8개의 generator로 구성된 system에 해 DP의 power 용량

과 설치 치를 검토하게 된다. 해상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와 

손상을 입은 비상시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본 선박이 수명 기

간 동안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해상 조건  작업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에 한 DP 용량을 계산한다.

  상 구조물의 속도 추정을 하여 유사 실 선의 towing 

tank 에서의 항 실험 결과   모델의 풍동 실험 결과를 이

용하여  항을 비교하며, 상 thruster 특성 곡선을 이용하

여 속도를 추정한다.

3. 가동 해역 조건

  본 해양구조물이 설치될 해역은 북 서양으로 작업과 생존을 

한 외부환경 조건이, 다른 구조물의 설계 조건에 비해 상

으로 거칠다. 이들 해상조건 에서는 랑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 이 해역의 wave spectrum은 JONSWAP을 사용하며, 

Semi-sub drilling rig의 기본 성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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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treats a sea-keeping and performance analysis of the semi-sub drilling rig of which the order was placed to Samsung 
Heavy Industries. This rig should be operated over 3,000m water depth in rough North Atlantic sea and each performance analysis should 

satisfy correspondent rule and regul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hydrodynamic motion, DP system, stability and power prediction for basic 

design are represented in this paper and those are verified based on experimental model test and numerical calculations.       



1. 서 론

심해 에는 망간단괴, 코발트 크러스트, 해 열수 산 등의 

물자원이 존재한다. 심해  물자원  망간단괴는 망간을 

비롯한 철, 니 , 코발트, 구리 등의 속을 함유하고 있다. 망

간단괴는 19세기 후반에 국 챌린 호의 양탐사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본격 인 망간단괴 채 시스템개발 연구와 

일럿 실험은 1970년 에 선진국을 심으로 시작되었다(호리

베 요시오 등, 1987).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에 인도와 국에 이어 7번째로 선

행투자국의 자격을 획득하 으며, 이것을 계기로 유엔으로부터 

태평양의 CCZ(Clarion-Clipperton Zone)에 심해  구권을 

등록하 다. 이와 동시에 심해  채 시스템 개발 연구도 착수

하 다(홍 섭 등, 1997a).

Yamazaki와 Park(2005)은 최근 국제 속가격의 격한 상

승이 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격한 소비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단하 다. 한, 존하는 육상 산내 속 부존량

과 소비추세를 비교하 을 때 육상 속자원  구리자원의 부  

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하 다. 심해  물자원 개발의 경

제성 평가를 통해 2004년 기  속가격에 해서는 심해  

물자원의 상업  개발의 경제성이 좋은 편이며, 특히 망간단

괴 개발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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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해  망간단괴 채 시스템의 송출장치를 개발

할 목 으로 수행되었다. 본 채 시스템은 해 면 연약지반

에서 주행하면서 망간단괴를 채집하여 일정한 치로 달하

는 집 시스템, 집 된 단괴를 수면으로 달하는 양 시스템, 

집 시스템과 거동제어를 수행하면서 양 시스템에서 올려진 

단괴를 처리하는 수상선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 시

스템은 해 면의 연약지반 를 운행하는 주행장치, 해 면의 

물자원을 모으는 채집장치, 채집된 단괴를 이송시키는 송출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송출장치는 채집된 단괴를 

이송하기 유리하도록 당한 크기로 작게 나 는 쇄기, 쇄

된 단괴를 유연 을 통하여 버퍼로 이동시키는 유연 이송기

로 구성되어 있다(홍 섭 등, 1999a).

쇄기 설계를 한 사 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홍 섭 등, 

2005). 다음과 같은 쇄기 설계 요구조건을 도출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설계요구조건을 잘 활용하여 개념설계를 수

행하 다. 

  - 평균 쇄용량 : 6.5 kg/s

  - 순간 최  쇄용량 : 10 kg/s

  - 채집장치 배출구와 쇄기 흡입구간의 공간  조화

  - 유입단괴들의 원활한 로딩(loading)

  - 정입도 쇄  단괴가루 생성 방지

  - 쇄기 배출구와 유연  연결 로의 유동

  - 량, 진동

본 연구에서는 품질기능 개(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이용하여 쇄기를 효과 으로 설계하고자 한

다. 품질기능 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품질표(HOQ, House 

심해  망간단괴 집 시스템의 쇄기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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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is applied to design a crusher of deep sea manganese nodules miner system in order to satisfy customer 
requirements of the crusher. Customers for a crusher are identified as final user, CEO of a deepsea mining company, slurry transport team and 

etc. CAs (Customer Attributes) which satisfies the customer requirements are refined in the view of dissatisfier, satisfier and delighter. The 

customer importance rating is performed by our crusher design team. CTQs (Critical to Qualities) are chosen in engineering expression. Finally, 
the relationship matrix of HOQ (House Of Quality) are constructed and priority order among CTQs is determined. This study is performed as 

a first step of DFSS(Design For Six Sigma) to identify customer requirements.



1. 서    론

 
  심해  물자원의 개발은 해 의 망간단괴(Manganese 

nodule)와 망간각(Manganese crust) 등의 자원으로부터 하이테크 

산업의 필수 원료가 되는 망간(Manganese), 니 (Nickel), 구리

(Copper), 코발트(Cobalt) 등의 속자원을 개발하기 한 것으로 

육상 물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민족자원주의가 팽배해지는 국

제 정세를 감안해 볼 때, 망간 단괴를 개발하기 한 기술의 보

유는 필수 이다. 망간 단괴 개발을 한 기술은 구의 탐사, 

채 , 양 , 제련 등의 분야로 나열되는데 그 에서도 채 과 

양  기술은 개발의 난이도와 실효성 면에서 가장 요한 기술

로 부각되어진다. 더욱이 채 을 한 집 기의 개발은 단괴 개

발 기술  채  기술의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 수행 인 심해  집

기 시스템(Miner system)의 제어와 운 을 한 임베디드 시스

템(Embedded system)의 설계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집 기

의 최종 성능은 단괴의 채집량으로 결정되는데, 채집방식의 특

수성과 채   선상 시스템과의 결합을 한 시스템 통합 등의 

문제로 집 기의 성능은 쉽게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들은 집 기의 상태와 각 장치들의 성능을 계측하고 이를 효과

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들다.  따라서 효과 인 임

베디드 시스템의 설계를 통하여, 집 기 제어에 필요한 성능 값

들을 계측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집

기 컨트롤러(Controller)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신호 처리

(Signal conditioning), 데이터 수집(Data Acquisition), 신호 입출력

(Signal input/output)  모선과의 통신(Communication) 등의 역할

을 담당한다. 나아가 채  시스템과 같은 규모 시스템

(Large-scale system)에서는 각 하부 시스템(Subsystem)들을 모듈

화(Modularize) 시키고 제어하기 쉽도록 컨트롤러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장치들과 모니터링 장치 사이의 인터페이스 문제를 원

활히 해결해주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역할은 더욱더 요시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될 임베디드 시스템은 PC 기반 리얼타

임 임베디드(Real-time embedded)가 구 되도록 설계된다.

2. 심해  채  시스템과 집 기

2.1 심해  채  시스템과 집 기의 개념

  태평양의 심해 에 막 한 양의 물자원으로 부존하고 있는 

망간단괴는 미래의 물자원 부족을 처하기 한 획기 인 

략 의 하나로 선진 해양국인 미국, 일본, 랑스, 독일 등은 이

미 1980년  반에 망간단괴의 우선 개발구역 선정  련기

술의 개발을 완료하 고 국, 인도 등도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선 기술수 으로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세계에서 7번째로 UN해양법 약에 

의해 태평양 공해상에 남한 면 의 2/3에 달하는 독  개발

구를 확보하 으며 2010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련기술 개발에 

심해  집 기의 제어 계측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

박성재
*

․여태경
*

․홍 섭
*

․김형우
*

․최종수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Design of Control and Monitoring Embedded System

for Deep-sea Miner

SOUNG-JEA PARK*, TAE-KYEONG YEU*, SUP HONG*, HYUNG-WOO KIM* AND JONG-SU CHOI*

*Ocean Engineering Research Department, MOERI/KORDI, Daejon, Korea

KEY WORDS: Embedded System 임베디드 시스템, Deep-sea Mining 심해  채 , Miner 집 기, Control and Monitoring 제어계측, 

Manganese Nodule 망간 단괴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the control and monitoring embedded system for deep-sea miner using two embedded controllers. The 

miner is very important system as end-effect equipment in the deep-sea mining system, and it has functional action for mining such driving, 

water jetting and crashing etc. Since the action is operated remotely, the miner is needed an embedded controller with real-time processing 
function. The embedded system of miner is needed two embedded controllers, The one which is called local is located on surface vessel, and the 

other which is called remote is located in miner. The remote plays a role transmitting all signals of miner to local. The local analyzes and 

manages the signal from the remote. For embedded controller of miner, we select PXI platform which is real-time controller with fast calculating 
ability and Developi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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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블  이 라인의 매설  굴삭 작업은 모두 외국 기업체의 장비를 빌려 시공된다. 
앞으로도 해  이블  이 라인의 매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공사 수심도  깊어질 것이다. 특히 강성이 큰 이 라인의 
경우 이블에 비해 시공이 어려워 다양한 형태의 굴삭장비가 있지만 아직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 시 에서 국내에서도 이 라인 
굴삭장비 개발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 나라에서 개발, 사용하고 있는 굴삭장비들을 조사하여 좀 더 
향상된 기능의 이 라인 굴삭장비의 개념설계를 하고자 한다.  

KEY WORDS: trench 도랑, trenching machine 굴삭장비, jet sled 제트 슬래드(sled), water jetting, single-nozzle 

 

1. 서 론

굴삭(Trenching)이란 이 라인이나 이블을 매설하기 해 

해  지반을 는 작업을 말한다. 이 방법은 구조물을 설치하기 

에 굴삭 하는 선 굴삭(Pre-trenching)과 후 굴삭 

(post-trenching)으로 크게 나  수 있다. 해 지반의 토질종류 

 매설 구조물의 강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  한 

가지 는 여러 종류의 방법이 병행되어 사용된다. 일반 으로  

상 으로 유연한 이 라인이나 이블의 굴삭에 비해 큰 

강성을 가진 이 라인의 굴삭은 공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

으므로 보다 신 인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블의 굴삭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라인

의 굴삭은 시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나 국내의 

이 라인 굴삭 장비는 모두 외국기업체에서 여하여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 사용되고 있는 외국 기업체의 굴삭 장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경제 이고 효율 인 이 라인 굴삭 방

법을 고찰 해보고 해 굴삭장비의 개념 인 설계를 해보고자 

한다.

표 인 굴삭공법에는 Plowing(쟁기), Mechanical Cutter, 

Water Jetting을 이용하는 공법이 있다. 이  Plowing공법은 

후 굴삭(Post-trenching)의 형태이며, 비 성토(Sand 는 Soft 

Silt)나 성토의 경우 비 배수 강도 5kPa까지 사용가능하다. 

한 최  굴삭 깊이가 1.5~1.7m, 이 의 직경이 30″미만인 경

우에 사용한다. 일반 으로 Plow machine은 130~250톤을 넘어

가는 매우 큰 형상을 하고 있어서 아주 큰 견인력을 필요로 한

다. 해상에 있는 인선이 plow machine을 끌면서 해 면을 나

간다. 이 라인이 해 면에 설치되면 Plowing machine이 

이 를 따라 진하면서 공사가 진행된다. 

Mechanical cutter공법은 선 굴삭(Pre-trenching)방법으로 주로 

부드럽고 응집력 있는 토질에 사용된다. 모래질에서는 모래가 

바로 제거되지 않으므로 비효율 이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

만 굳은 토의 500배 이상의 강도를 지닌 50MPa까지의 바

를 굴삭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일반 으로 Mechanical cutter

는 이 의 손상 험이 높기 때문에 이 를 두고 직 으

로 굴삭 할 수가 없다. 이 라인과 굴삭면이 닿는 길이는 

이 라인의 강성과 굴삭 깊이에 좌우되는데 그 길이는 일반

으로 50~150m가 된다. 한 선 굴삭(Pre-trenching)공법이므로 

이 를 깔기 에 제거된 모래가 조류 등에 의해 다시 채워

질 수 있으므로 굴삭 한 모래를 되도록 멀리 쌓아두어서 되 메

움 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Water jetting공법은 Water jet을 사용하여 매설될 이 라인

의 면 는 주변의 토질을 직  자르거나 액상화시켜 굴삭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굴삭방법은 토질의 종류에 따라 굴삭효

과가 크게 좌우되는데 주로 성토의 경우 토질의 비배수 단

강도에 따라 굴삭속도가 결정되며, 비 성토의 경우는 성토

에 비하여 낮은 분사압력이 요구되지만 굴삭면의 붕괴를 방지

하기 하여 낮은 각도의 굴삭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굴삭 깊이와 이 라인의 직경을 어느 정도 조

정할 수 있고 비교  다양한 해 지질에서 사용이 가능한 



1. 서    론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탐사장비연구사업단에서 개발한 소형 

AUV ‘이심이(ISIMI : Integrated Submergible for Intelligent 

Mission Implementation)'는 테스트베드로서 소형화와 낮은 운

용  비용에 을 두고 설계, 제작 다. 이 에 해양연구원에서 

개발 던 보람AUV( 환 등,1997; 이 묵 등,1997)와  DUS-

AUV(B.H.Jeon et al,2001; Hong S.W et al,2002)의 경험으로부

터 소형 테스트베드 AUV에 한 필요성이 두 다. AUV의 

신뢰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론  수치 모델과 실험  실제 

모델과의 모델링 오차, 계측 오차, 장에서의 다양한 외란 등을 

알기 해서는 많은 실험이 필요하나 운용비용은 체 실험 횟

수를 제한하는 큰 제약 조건이 된다. 이런 을 극복하기 해 

처음 개발된 모델이 ASUM (이 묵 등,2003)이다. ASUM 

(Advanced Small Underwater Model)의 기본 사양은 수심 20m

이하의 수조 환경에서 다루기에 알맞도록 설정 다. 이런 

ASUM의 외형은 그 로 두고 내부 시스템을 향상시킨 것이 ‘이

제1 자 박진  연락처: 역시 유성구 구성동 KAIST

042-869-3263  mypleasure@kaist.ac.kr

심이’이다. 이심이는 은 운용비용으로 실험이 가능하고 향후 

AUV 개발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들의 시험 검증 에 유용하다. 

특히 수  도킹 알고리즘 개발과 성능 검증에 사용할 수 있다.  

AUV의 수  도킹은 해외(H. Singh et al, 2001; R. Stokey, 1997)

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이 묵 등,2003; 환 등, 2003)에서도 

이미 연구되고 있고,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비쥬얼 서보 알고리

즘을 이용한 도킹에 을 맞춰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실험을 

통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담당한 이심이의 

내부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구 에 해 먼  소개한다. 그

리고 이심이의 자세 제어에 해 다룬다. 이심이의 자세 제어기

를 방향 제어와 깊이 제어로 나 어 설계하고, 이 제어기의 성

능을 수조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도킹을 한 비쥬얼 서보 알

고리즘과 상 처리를 소개하고, 수  도킹 실험 결과를 제시한

다.

2. 내부 시스템 설계

2.1 기본 설계 목표

  이심이의 외형 선체와 구동 장치는 이  모델인 ASUM과 

무인 잠수정의 자세 제어와 수  도킹을 한 
비쥬얼 서보 제어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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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Visual Servo Control 비쥬얼 서보 제어, Underwater Docking 수  도킹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small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developed 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KRISO), KORDI of Korea. This AUV is a testbed, named ISIMI, and an upgraded version of the previous model, 

ASUM. It is 1.2m in length, 0.17m in diameter and 21kg heavy in the air. Its size and weight are determined in order to conduct 

experiments by two or three operators. We propose its inner system and structure of control software. This system can perform the 
real-time attitude control and image process for visual servo control. An operator gives ISIMI a control command through RF wireless 

communication. Hence there is no physical connection exists. We have designed the heading- and depth controllers based on PD-control. 

Finally, the visual servo control algorithm is proposed for underwater docking. The results of experiments in the water basin are shown.



             

           1.  서 론

  난류모형(turbulence model)은 층류가 아닌 난류유

동을 시뮬 이션 할 경우 사용하는 수치모형이다. 실

제로 지구상의 부분의 유동은 난류라고 할 수 있으

며 유체의 이동에 지 측면에선 단 이 될 수 있으나 

열 달이나 연료의 혼합과 같은 경우에는 장 이 될 

수 있으므로 산업 인 응용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계산유체역학(CFD)에서는 난류모델의 다양한 범 에 

부합하도록 모형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난류모

델은 재 RANS 모델(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models)뿐만 아니라 LES(Large Eddy 

Simulation model)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난류모형에 따른 압력과 

속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3차원 연료실 형상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회원 shkwag@hit.halla.ac.kr  033)760-1233   

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코드의 검증을 

해서, 3차원 수치실험에 앞서 2차원 물체(원, 평 , 

마름모, 정사각형, 반원) 주 의 성유동을 k-ε 난류

모형을 용하여 해석하 다. 속도, 압력, 반복계산에 

의한 잔류치 등을 모사하 고 유체 역학  연구를 

하여 서로 다른 6개의 물체에 수치실험 결과를 가지

고 항력계수를 계산하 다.   

     

2. 수치 시뮤 이션

2.1 기본 방정식과 수치조건 

 

 기본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이며 FVM 수치

기법으로 이산화하여 혼합격자를 만들어 계산을 수행

하 다.  

k- 을 사용한 수송방정식은 
        

엔진 연료실의 분사노즐 내부
유동해석

곽 승  *

 한라 학교 컴퓨터응용설계학과 

Flow Analysis in the Injection Nozzle of

Engine Fuel Chamber

Seung-Hyun Kwag         

Department of Computer Applied Engineering, Halla University

요  약: 연료실의 분사노즐 유동 상을 난류모형을 용하여 해석하 다. 용한 모형은 k-ε, k-ω, 

spalart-allmaras, reynolds stress이고, 연로실내의 격자는 혼합격자(hybrid grid) 이다. 속도벡터, 압력

분포, 반복계산(iteration)에 의한 잔류치(residual), 양정(dynamic head) 등을 모사하 다. 4개의 난류모

형을 연료실 유동에 용하 다. 3차원 수치실험에 앞서, 수치검증을 하여 2차원 물체 주 의 성

유동을 k-ε 난류모형을 용하여 모사하 고 항력계수를 비교하 다.       

핵심용어: k-ε 난류모형, k-ω, Spalart-Allmaras, 이놀즈 스트 스, Navier-Stokes 방정식

Abstract: The flow analysis was made by applying the turbulent models for the nozzle in the fuel 

chamber of engine. The k-ε, k-ω, Spalart-Allmaras and reynolds stress models are used in which the hybrid 

grid is applied for the simulation. The velocity vector, the pressure contour, the change of residual along the 

iteration number, and the dynamic head are simulated for the comparison of four example cases. 

Computational results are compared with others. For the code's validation, 2-D bodies were simulated in 

advance by predicting the drag coefficients.       

Key Words:  k-ε turbulence model, k-ω, Spalart-Allmaras, reynolds stress, Navier-Stokes equation



1. 서론

심해  망간단괴의 상업 생산은 해  집 시스템의 성능에 

의해 지 한 향을 받는다. 상업생산에 요구되는 시간당 최  

500톤의 망간단괴 집 용량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해 주행

방식의 이동이 불가피하다(Yang et al., 1997).

심해 의 퇴 지반은 매우 높은 함수율을 가진 미세한 입자

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의 지지력(bearing capacity)이 

매우 미약하다는 문제 을 가진다. 이러한 미약한 지반 지지력

으로 인해 시간당 500톤에 달하는 망간단괴를 집 시스템으로 

실어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상의 채 선까지 양 을 

통하여 연속 으로 채 하는 것(continuous mining)이 불가피

하다. 이러한 연속  채 시스템은 채 선, 양 , 간버퍼, 

유연 , 자항식 집 기로 구성되며, 채 선-양 -버퍼-유연 -

자항식 집 기로 이어지는 체 채 시스템의 동 거동 해석

은 심해  채 기술의 요한 요소기술이다. 이 에서 망간단

괴를 집 하기 해 연약지반 를 주행하는 무한궤도 차량의 

동 거동 해석은 매우 요한 기술이다. 

연약지반에 한 주행차량의 동 거동해석에 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Hayasi, 1975; Kitano and Tyorzaki, 

1976; Kitano and Kuma, 1977; Baladi and Rohani, 1978; 

Bode, 1991; Murakami et al, 1992; Zhang, 1995).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검토해 보면 3차원 차량운동을 2차원으로 

단순화하거나 정상상태의 운동조건으로 제한된 운동해석

을 다루었다. 2002년부터 연약지반 주행차량에 한 3차원 

비선형 동 거동 해석방법이 발표되었다. Hong et al.(2002)

은 연약지반을 주행하는 강체차량에 한 3차원 비선형 동

거동 해석방법을 개발하 으며, 무한궤도의 움직임을 수치 분

을 통하여 표 하 다. Kim et. al(2003)은 Hong et. al(2002)에 

의해 개발된 해석방법의 검증을 해 강체 무한궤도와 다물체 

무한궤도의 결과를 비교∙검증하 다. 다물체 동 거동 해석을 

해 상용코드를 사용했으며, 상용코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서 루틴을 사용하여 지반역학 모델(Hong et. al, 2002)을 

포함시켰다. Kim et. al(2004a, 2004b)은 착성 연약지반에 

한 주행차량의 비선형 동 거동을 분석하 으며, 이러한 방법

을 이용하여 연약지반 심해  시험집 기에 한 동 거동을 

분석하 다. Kim et. al(2005)은 동 거동해석에서 발생하는 특

이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오일러 갓을 공기역학이나 다물체 

동력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일러 매개변수를 변경하여 

용한 연약지반 주행차량에 한 동 거동 해석기법을 개발

하 다. 

본 논문은 해 연약지반 주행차량의 동 거동을 해석하기 

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수 물체에 한 유체동력학(eq. 

Faltinsen, 1990)을 용하 다. 각 부분에 해서 부력은 상용

소 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서 루틴을 이용하여 

정의하 으며, 다양한 항력계수에 따른 다물체 무한궤도 주행

차량의 동 거동을 분석하 다. 

이러한 동 거동 해석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시험집 기 

심해  연약지반 무한궤도 차량 동력학에 미치는 유체력 향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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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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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cerns about dynamic analysis of an underwater test miner, which operates on cohesive soil. The test miner is 

modeled by means of a commercial software. A terramechanics model of cohesive soft soil is implemented to the software and applied to dynamic 
analysis of the test miner model. The hydrodynamic force and moment are included in the test miner's dynamics. The hydrodynamic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tracked vehicle are investigated by numerical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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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 이 라인은 석유, 천연가스, 상하수 등의 유체를 수

송하는 역할을 포함하여, 해  이블을 통한 정보의 

달수단으로서도 그 요성이 증 되는 구조물이다. 해

이 라인은 기본 으로 육상의 이 라인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ㆍ시공되지만 육상의 이 라인에 비해 력ㆍ조류력

과 같은 열악한 해양환경에 노출되므로 부설  가동시 손

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해 이 라인 주변지반의 세굴 

 액상화와 같은 2차 인 요인으로 인하여 부상, 좌굴  

단에 이르는 험성이 있다. 특히, 석유이송 이 라인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직 인 피해이외에도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 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해 이 라인의 안정

성을 유지하기 하여 이러한 불안정 요소들에 한 충분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제1 자 허동수 연락처:  경남 통 시 인평동 445번지

  055-640-3152 dshur@nongae.gsnu.ac.kr

  해 이 라인에 한 연구는 해 이 라인에 작용하

는 압분포특성( 를 들면, Magad, 1999)을 규명하려는 연

구가 있고, 부분이 해 이 라인 주변지반의 세굴, 해

이 라인의 자가매몰특성( 를 들면, Cevik and YÜksel, 

1999; SÜmmer et al., 2001, 오 식 등, 2004)을 심으로 수

행되어 왔다. 한, 정상류에 해 포텐셜이론에 근거한 수

치해석이 다소 수행되었으나, 부분의 경우 수리실험을 통

하여 얻어진 결과들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Ursell 수, 

Shields 수  KC수에 따른 해 이 라인 주변의 와동

상(Vortex Shedding)이 해 이 라인의 경  매설깊이

와 연 되어 세굴특성 뿐만 아니라 세굴심에 주요 인자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세굴심에 향

을 미치는 인자들에 한 상 계를 명확히 규명하려는 연

구로 지반을 포함한 해 이 라인 주변의 유속분포특성 

 지반내의 동 응답특성과 련된 해 이 라인의 안

성에 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다.

  최근, 랑과 해 이 라인  지반과의 상호간섭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고, 해 이 라인의 안정성과 련

해 이 라인 주 의 유속장  
지반내의 응력분포에 한 수치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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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phenomenon of waveㆍseabedㆍsubmarine pipeline interaction has attracted extreme attention from marine 
geotechnical and coastal engineers. One reason for the growing interest of this problem is that many submarine pipeline installations have 

been reported to be damaged by the wave induced seabed response in the vicinity of submarine pipeline, rather than from construction 

causes. Design of submarine pipelines regarding their stability is a rather complicated problem. In general, the fluctuations of wave pressure 
at the surface of the seabed exert excess pore pressures and effective stresses,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dominant factors in analysing 

the instability of a seabe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ave, submarine pipeline and seabed interaction as well as wave induced 

responses of soil around submarine pipeline. Numerical method for wave, submarine pipeline and seabed interaction is applied by the 
combination of Volume of Fluid(VOF) and Finite Difference Method(FDM) based on the Navier-Stokes equation. Using the boundary values 

such as wave velocity and wave force at the interface plane of wave field and seabed, which is calculated by the VOF-FDM method, a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FEM) is applied to investigate nonlinear wave induced responses of soil around submarine pipeline, 
based on the u - p approximation of the Biot equation.



1. Introduction

Water impact on a ship, that is slamming, is accompanied 

by significant hydrodynamic loads. Precise prediction of the 

water impact loads has been of great importance and has 

interested in many practical applications such as the 

slamming of ship in rough sea, landing of hydro-airplane 

and WIG Craft. 

Von Karman(1929) and Wagner(1932) played pioneering 

roles in developing logical approaches to estimate the water 

impact loads. After their work, many experimental, 

analytical and numerical studies on the water impact loads 

have been carried out. Most of the previous analytical 

studies are applied to two-dimensional bodies or simple 

axisymmetric bodies. The need for developing theoretical 

three-dimensional approaches is growing to estimate 

slamming impact loads of an arbitrary three-dimensional 

body.     

As an example of previous experimental works on 

slamming problem, Chuang (1966, 1971)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ir cushion and the three-dimensional effects of 

cone shaped bodies. Recently, Faltinsen and Chezhian (2005) 

studied the slamming loads on an arbitrary three-  

dimensional body.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main 

parameters on which slamming impact loads depend can be 

summarized as the relative velocity, the water contac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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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al stiffness, the effects of three-dimensionality 

and the effect of water flow separ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data 

of hydrodynamic impact pressure and loads on a 

three-dimensional body. To investigate slamming impact of a 

three-dimensional body, a set of model experiment has been 

carried out. Five different drop heights and two trim 

conditions are applied to change the water-entry velocity 

and contact angle, respectively. A series of data for pressure, 

acceleration, force and vertical motion is obtained. In 

addition to that, water flow pattern is captured by a high 

speed camera at the slamming moment. From the series of 

model test, it can be found that the maximum pressure as 

well as force is proportional to the drop height at the 

moment of slamming impact

2. Model Experiment

2.1 Test basin and model

A set of model experiment is conducted in Ocean 

Engineering Basin at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of KORDI. The length, width and depth 

of test basin are 3m, 5m and 2m, respectively. The water 

depth is 1.4m. A three-dimensional test model consists of 

cylindrical mid-body and hemispherical ends. The test model 

is shown in Fig. 1. The model is made of several layers of 

An Experimental Study on Slamming Impact of a 3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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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lamming impact of a three-dimensional body is investigated by a set of model experiment. The test model used in an 

experimental study of Faltinsen and Chezhian (2005) is adopted. Five different drop heights and two trim conditions are applied to 
change the water-entry velocity and contact angle, respectively. A series of data for pressure, acceleration, force and vertical motion is 

obtained. In addition to that, water flow pattern is captured by a high speed camera at the slamming moment. From the series of model 

experiment, it is observed that the maximum pressure as well as force is proportional to the drop height at the moment of slamming 
impact. 



1. 서    론

 
  연속체의 수치 시뮬 이션 법에는 계산격자를 이용하는 방

법이 넓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3차원 형상에서는 격

자생성에 많은 어려움과 방 한 시간이 소요된다. 한 경계면

이 크게 변형하는 문제는 격자생성이 문제가 되어 계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편 입자를 사용하는 SPH법 

(Gingold and Monaghan, 1982), PIC법(Harlow, 1988), PIC법

의 계량인 FLIP 법(Brackbill et al., 1988), MPS법(Koshizuka et 

al., 1995) 등은 격자생성의 복잡한 작업이 불필요하며, 경계면

의 큰 변형문제에도 용될 수 있는 수치 시뮬 이션 기술이

다. 입자를 이용한 수치시뮬 이션 방법은 비선형성 자유표면 

유동 수치시뮬 이션의 경우에 있어서, 격자를 이용한 해석방

법보다 복잡한 형상의 물리 상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 입자를 이용한 수치시뮬 이션 방법은 이류

항(Convection)의 계산을 입자의 완 한 Lagrangian 근에 의

해 입자의 이동으로 계산함으로서 Eulerian 방법에서 심각하게 

유발되는 수치확산을 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성이 강이 자유표면 유동의 수치 시뮬

이션을 하여 Koshizuka et al. (1995)이 제안한 MPS법을 

기본으로 새로운 입자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개발된 입자법은 Poiseuille 유동과 2차원 붕괴에 용하여 

타당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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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방정식

  비압축성 성 유동에 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다.

     Dρ
Dt
=0  (1)

     Du
Dt
=-

1
ρ
∇P+ν∇

2
u+ F  (2)

여기서, u는 속도벡터, t는 시간, ∇은 구배연산자, P는 압

력, ν는 동 성계수, F는 외력을 각각 나타낸다. 

  Navier-Stokes방정식 (2)의 좌변은 이류항을 포함한 

Lagrangian의 미분 형태이고, 입자의 직 인 이동에 의해 계

산된다.  한편, 우변은 압력 구배와 성항, 외력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비압축성 성 유동을 시뮬 이션 하기 해서는 압

력구배항, 확산항  비압축성을 나타내는 입자간의 상호작용 

모델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치 모델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Koshizuka et al.,(1995)에 의해 제안된 MPS법을 도입한다.

3. 입자 상호작용 모델 (MPS)

  MPS법에서는 연속체의 이산 인 계산을 입자간 상호작용 

입자법을 이용한 비선형성 자유표면 유동의 수치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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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ticle method recognized as one of gridless methods has been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nonlinear free-surface motions 

interacting to structures. The method is more feasible and effective than conventional grid methods in order to solve the flow field with 

complicated boundary shapes. The method is consists of particle interaction models representing pressure gradient, diffusion, incompressibility and 
the free-surface boundary conditions without grids. In the present study, the Poiseuille flow and the dam-broken problem are simulated to 

validate the developed method.



1. 서    론

  수  운동체는 움직임에 의해 운동체 후방에 난류가 발생하

게 되고, 난류에 의한 입자유동이 운동체의 후방에 항 으로 

존재 하게 된다. 이러한 항 의 생성으로 인하여 소음  잠수

체 성능의 하를 발생시킨다. 특히 잠수체의 고성능  소

음은 잠수체 주  유동 특성  항 에 많은 향을 받으므로 

고성능 잠수체를 개발하기 해서는 잠수체 주 의 유동특성

에 한 정확한 이해와 항 의 발생 메카니즘에 한 연구가 

필수 이다. 잠수체 주 의 유동 특성에 한 선행 연구로는 

Donaldson et al. (1990)은 포텐셜 코드와 RANS 모델링을 사용

하여 SUBOFF형 잠수함 주  유동을 연구하 고, 장진호 등

(2002)은 FDM을 기 로 하는 RANS 모델링을 이용하여 

SUBOFF형 잠수함 주  유동을 해석하 다. 한 Groves et al. 

(1989)은 SUBOFF형 잠수함 주  유동을 실험을 통하여 연구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 물체 주  성 유동장 해석을 하여 박

종천 등 (2003)의 유한체 법(FVM)을 개량하여 개발된 multi- 

block  FVM법을 사용하여, 부가물을 포함하지 않은 잠수체

(SUBOFF 모델) 주 의 유동장을 시뮬 이션 하 다. 각 block 

간 경계(interface)에서 격자는 맞물림 격자(matching grid)이며 

물리량의 상호 달을 한 경계조건이 부여된다. 잠수체 주  

난류 유동은 LES에 의해 계산하 고, RANS  실험 결과와 비

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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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기법

2.1 지배방정식 

  LES 유동해석에 한 지배방정식을 유도하기 하여 각각의 

유동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f = f + f'                                         

(1)

  의 식에서 f는 resolvable grid scale(GS) 성분을 나타내고, 

f'는 residual sub-grid scale(SGS) 성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GS 성분, f을 구하기 하여 Top-Hat 필터, 

G를 사용하 으며 그에 한 정식화는 다음과 같다.

  f( x) = tint G( x- x') f( x') dx'dy' dz'        

   (2)

여기서, G( x ) = 1/△ 3 ,  (△ 3
=△x△y△z)

  식(2)의 필터링 작업에 의하여 grid scale(GS)에 한 비압축

성유동의 지배방정식인 Navier- 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u i
∂x i

=0                                             

 (3)

  

∂ u i
∂t

=-
∂ u i u j
∂x j

-
∂ p
∂x i

+
∂

∂x j
(-τ ij+2ν S ij )  

      (4)

잠수체 주  난류유동 수치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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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arge-eddy simulation (LES) technique based on a multi-block finite-volume method is applied to investigate the 
turbulent flows around a SUBOFF submarine model without appendages. The simulated results are verified at the level of 
validation uncer-tainty 1.54% of the stagnation pressure coefficient with the experimental data and the RANS results. The computed 
results are agreed with experiments.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CFD can be a very useful and cost effective tool for the prediction 
of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a submarine in the basic desig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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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paper, the wave absorbing performance of the fully submerged horizontal porous plates has been investigated 

numerically. The submerged porous plates are horizontally placed or slightly inclined in parallel. The hydrodynamic interaction of incident waves 
with the rigid porous plates was formulated in the context of linear wave-body interaction theory and Darcy’s law. The accuracy and 

convergence of the developed numerical codes were validat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an analytic solution for a limiting case. It is found 

that the triple porous plates with a horizontal porous plate and slightly inclined plates with different angles can have high performances in 
reducing the reflected and transmitted wave amplitudes against the incident waves over a wide range of wave frequency.

 

1. 서 론

근래,  세계에 걸쳐 많은 해안들이 비교  주기가 긴 

입사 랑에 의해 침식되어 해안의 유실로 인한 인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이기 해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주요 시설물들을 후퇴시키는 방안과 인공양빈 

과 식생환경조성을 통해 해안선을 복원시키는 방안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 인 해안보호 

구조물의 친환경  개선을 통하여 해안침식 감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해에 설치된 방 제를 통하여 

해안으로 향하는 투과 의 에 지를 감시켜 넓은 공간의 

정온화 해역을 창출하고 해안선을 효율 으로 보호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비율의 랑 에 지가 반사되어 구조물 

면에서 복 가 형성되어 해 면의 심각한 침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반사 를 감하는 에서 다 으로 설치된 유공구조물이 

안으로 연구되었다. Chakrabarti (1999)는 다 으로 설치된 

수직 유공 에 의한 산란 들의 상차 조 을 통하여 반사 

 투과 고를 동시에 이는 실험  연구를 진행 하 다. 

Twu 와 Chieu (2000) 는 n 열의 다  설치된 유공 에 한 

고유함수 개법에 기 한 해석해를 통해 단히 효율 인 

소 성능을 가짐을 밝히고 제한된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Isaacson 등(1999) 은 자유수면에서 해 면 까지  수심을 

차단한 다  수직 유공  소 제의 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그 형상에 일부 수정을 가하 고, 해 면과 수직 유공 의 

끝단들 사이에 간격을 두어 해 토사  어폐류의 이동의 

허용하는 이 의 수직 유공  구조에 하여 해석해를 

구축하고 실험을 통해 검정 하 다. 단주기 에 해서는 

효과 인 소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비교  주기가 긴 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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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970-6509 stkee@snut.ac.kr 

해서는 비효율 이었다. 이것은 수심 방면으로 상당부분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장이 긴 들을 부분 그 형의 

특성으로 인해 투과하게 된다. 부분의 다  수직 

유공  소  구조물들은 해수면으로 통하게 되고, 랑의 

에 지가 해수면 근처에 집  된 것을 고려하면 많은 력을 

받게 되어 구조물의 안정성  내구성에 한 추가 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이 고, 주변해상환경과 공존 할 수 있는 수평 유공 을 

이용한 소 시스템의 연구는 무척 흥미롭다. 많은 연구자들에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수평 의 소 성능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들이 수평 의 길이와 몰수심이라는 것이 밝 졌다. 

Yu와 Chwang (1994) 몰수형 수평 유공 의 소 특성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고, 한 유공성이 입사 의 

에 지를 소산시켜 투과 고  반사 고를 감시켜 

방 제로서의 성능을 향상시킴을 밝혔다. 미소한 유공을 통한 

랑에 지의 소산은 평  양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에 

선형 으로 비례하는 Darcy'의 법칙이 용되었다. Yu 등 

(1995)은 몰수심이 작은 경우에 수평  상에서 발생하는 

쇄 특성에 하여 반경험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 다. 

Cho와 Kim (1998)은 몰수형 수평 유공 유연막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유연한 유공막체의 동 거동은 특정주기에서는 

수평 유공 의 성능보다 감되지만 부분의 주기에서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 다. Wang과 Meylan (2002)은 유연한 

거동이 가능한 수평 을 수심이 변화하는 해역에 배치했을 

때 입사 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부분의 수평  방 제의 성능해석에 있어서, 주기가 긴 

입사 랑의 제어하기 해서는 수평 의 길이가 한 장 

는 반 장 정도로 지나치게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Kee 

(2005)는 경사진 수평 유공 유연막과 두 개의 수직 유공 

유연막으로 구성되어 수심방면으로 상당 부분 유하는 

몰수형 소 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경사진 수평 유공 

유연막은 단주기 에 단히 효과 이며, 수심방면으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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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 floating breakwaters are relatively well performance of breakwater on short period of wave. 
However they are not on long period of wave.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breakwater we attach 'Lattice' to a 

general floating breakwater on long period, that is 'A general breakwater' + 'Lattice'. The principle of this 

breakwater reduce energy existing in sub-surface wave. An experiment on performance of breakwater measure 
the wave height of incident wave and transmitted wave. So we compare incident wave height with tarnsmitted 

wave height.

1. 서   론

  우리나라는 11,542km에 이르는 해안선과 3,000여개에 

달하는 도서 등이 잘 어우러져 해수욕장과 바다낚시터를 

비롯한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장 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잘 보존된 생태계와 문화유산 최근에는 국 으

로 개통된 고속도로망과 고속철도에 이르기 까지 바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놀이문화에 한 국민들의 의식 환과 여가활동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해양 활동에 한 심과 수요 

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 이다. 이와 같은 국민

들의 생활여건  의식변화에 발맞추어 향후 해양 를 

안 하고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과 항만보호

시설 신설  미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와 같은 시설물들은 심해로부터 발달된 도를 

히 제어할 수 있는 방  구조물설치가 병행된다. 존하

는 항만보호를 한 국내 방 제는 력식방 제(고정식

방 제)가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해수의 원활한 소

통을 방해하여 방 구역 내 수질오염을 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Fig. 1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력식방 제는 

부유식방 제에 비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건설비가 비

교  높은 비율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Fig. 1. 력식방 제와 부유식방 제 건설비 비교

력식방 제

부유식방 제

※ 자료 : 포스코건설, 「부소 제의 랑제어 해석법과 기술개  

   발사례  설치 황조사」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 환경  장 이 많은 부유

식방 제의 특성을 최 한 유지하면서 주기 5 이상 장

주기 랑 소 효율을 증 하기 한 형상 개발을 하고자 

한다. 이를 해 기존의 반사방식 부유식방 제에 격자형 

부가물을 장착하여 부 면에 잔존하는 랑에 지를 감

소시켜 고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반사방식 방

제와 격자형 방 제의 입사 에 한 달 (transmitted 

wave)를 서로 비교함으로서 격자형 부유식방 제 소 성

능을 검증한다. 한 격자형 부가물이 1개,  2개, 3개 일 



1. 서    론

 

  태풍이 발달하여 연안역에 근하면 그 강력한 바람장의 향

으로 비정상 인 수 변화와 이에 수반한 랑에 지 증․감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 가운데 랑에 지의 증가는 해안구조물

에 작용하는 가장 험한 외력인자로 작용하며, 천해역의 경우 

태풍의 풍역 변화는 랑에 지에 변화를 주는 큰 요인으로 작

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남해안은 태풍의 내습으로 강

력한 바람과 랑이 발생하여 해안구조물의 괴가 빈번히 발생

하 고, 이때마다 복구와 책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국

립방재연구소, 2003). 한편,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항만  해안

구조물 설계시 태풍의 바람장의 직 향에 해 간과하는 경향

이 있으며, 최근 태풍의 내습시 그 강도와 빈도가 커지고 있으

므로 이에 한 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폐쇄

성 해역은 심해 의 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계 풍의 발생

빈도에 의한 풍 추정으로 구조물의 설계 랑이 추정된다. 그러

나, 최근 강한 태풍(“매미”)의 내습으로 폐쇄성 해역의 항만구조

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해역의 극치 랑 발생요인에 한 재검토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람에 의한 랑의 발달은 Bretschneider법, ACES법, SMB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왔으며, 이 같은 방법은 연안해역

에서 평상 의 추정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태풍의 경우 시간

에 따라 바람장이 변동하므로 이에 따라 해역의 랑장의 특성

도 변화한다. 바람 특성과 이에 따른 랑의 발달에 한 연구

는 랑 측부이 자료(풍향, 풍속, 유의 고)를 토 로 풍속과 

유의 고, 는 풍향과 유의 고의 상 성을 검토(장 등, 2003)

한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 풍속과 유의 고간에 해역의 특성에 

따라 2~3시간의 지연시간이 있음을 밝혔다. 한, 취송거리의 

문제로 인해 풍속과 더불어 풍향이 랑발달에 요한 요인이라

는 것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태풍의 이동에 의한 폐쇄성 해역의 랑장을 수치

 방법으로 추정함으로써, 태풍 이동과 해역의 지형  요인이 

랑발달에 미치는 향을 정성 으로 단하고, 실제 해역의 

태풍피해 사례를 통해 항만구조물의 설계 랑 결정시 태풍에 의

한 바람장과 지형효과의 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

다. 연구방법은 심해 의 향력이 게 미치는 폐쇄해역인 원

항 인근해역을 심으로 태풍 “매미”의 경로와 진행속도를 분

석하여 상해역의 바람장을 추정한다. 추정된 시간별 바람장을 

토 로 상해역의 랑을 SMB법과 수치모형에 의해 추정하여, 

폐쇄역의 랑발달에 있어서 태풍이동과 지형의 향을 분석하

고, 상해역의 구조물 설계 와 비교한다. 

2. 연구 재료  방법

2.1 태풍의 이동에 따른 바람장 추정

  랑발생의 주원인인 풍속은 기압경도(기압차/수평거리)에 

비례한다. 등압선이 직선일 때는 Coriolis의 힘(지구 회 에 의

한 편향력으로 바람방향에 직각으로 작용함)과 기압경도에 의한 

힘이 주로 작용하며 풍향은 등압선에 평행이며, 이때의 바람을 

지형풍(geostrophic wind)이라 한다.

태풍이동에 따른 폐쇄성 해역의 랑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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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yphoon 태풍, Wind fields 바람장, Wave development 랑발달, 

ABSTRACT: 태풍의 이동으로 인한 해역의 시간별 랑발달과 지형  특성과의 련성을 검토하 다. 우리나라 연안에 태풍이 내습하

면, 해역은 강한 바람의 향을 받게 되며, 태풍의 이동에 따라 시간별로 풍향과 풍속의 변화를 겪게 된다. 변화하는 바람장의 향에 

의해 발생하는 풍 는 태풍의 이동경로와 속도, 연안의 지형  조건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이동과 련한 풍

의 발생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지형  요인을 심으로 분석했다. 지형  요인에 의한 랑발달 상을 규명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의한 심해 의 향력이 약한 폐쇄성 해역인 원 항 인근해역을 상으로 하 다. 상해역은 최근 태풍“매미”의 

내습으로 항내구조물에 피해가 발생 하 으나 심해 의 향이 아닌 강한 바람의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되었다. 연구방법은 태풍이

동에 의한 시간별 바람장을 추정하여 상해역에 한 시간별 풍 추정을 실시하 다. 실험과 측의 분석결과로 랑발달에 있어서 

태풍이동특성과 지형조건이 요한 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즉, 폐쇄성 해역에서 랑발달에 한 태풍이동의 향은 심해 의 

 향보다는 시간별 풍향, 풍속과 이때의 취송거리에 크게 좌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    론　

  피스톤(piston)은 엔진의 실린더(cylinder)에 치

하여 실린더 내부의 가스 폭발의 힘을 피스톤 헤드로 

달 받아 피스톤 핀 커넥  로드(connecting lod)를 거

쳐 크랭크 축(crank shaft)의 회 력으로 환 시켜 주

는 엔진의 주요 부품이다. 이런 고압․고온의 가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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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노출 되어 있는 피스톤은 그 구조상 높은 열응력

과 폭발가스의 압축 응력을 견뎌 낼 수 있는 구조로 설

계되어야 하고 실린더, 피스톤 링, 피스톤 사이 공간에 

한 착력을 유지하기 해 변형에도 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가스로 인해 피스톤에 생길 수 

있는 응력과 구조 변형을 알아보기 해 우선 폭발가스

로 인해 피스톤 반에 생기는 열 달 해석을 수행하

고, 열 달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열응력 해석을 하

다. 한, 폭발 가스의 압력과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의

한 운동력을 inertia relief로 압축응력을 해석 하 다. 

2. 피스톤의  모델링

 피스톤은 (Fig. 1)폭발 가스의 고온․고압을 받는 

천장부분인  크라운(crown)과 피스톤 주 에 4개의 홈, 

형 디젤 엔진 피스톤의 열 달 해석

The heat transfer structural analysis

 of medium diesel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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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디젤 엔진 피스톤에 해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 고, 열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

조물의 응력을 평가하 다. 일차 으로 피스톤 헤드 표면의 온도로 체의 온도 분포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열응력

을 유한요소법에 의해 구하고 폭발압력과 피스톤 왕복 성력에 한 응력분포를 도출하 다.

핵심용어 : 선박용 디젤 엔진, 피스톤, 열 달 해석, 열응력 해석, 폭발압력해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stress level of piston of diesel ship engine. First,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piston is computed using the experimentally obtained initial temperature, then steady-state thermal stress analysis is 

performed using ANSYS workbench code. Also, stress due to the explosive pressure and inertia force resulting from the 

alternating motion of the piston. It is confirmed that the stress level is quite below the design criteria.

Keywords : diesel ship engine, piston, thermal and pressure load str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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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랑에 지를 이용한 력발 은 발 장치의 건설에 따른 

공해요인이 거의 없으며, 타 발 장치보다 높은 에 지 이용

율을 확보할 수 있어 19세기말부터 국, 인도, 일본, 국, 

서양 연안 유럽 등을 심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에 비해 상 으로 력발 에 한 체계

인 연구와 실용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001년에 60kW  부유식 원통형 

진동수주형 력발 장치(Oscillating Water Column, OWC)

의 실해역 설치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2002년부터 500kW  

력발 장치의 실용기술화를 목표로 연구를 추진 에 있다.

특히, 다양한 력발 장치 방식 에서 진동수주 력발

장치는 터어빈등의 기계장치의 보수유지와 실용성 에서 

부분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Masuda 등(1987)은 이러한 

진동수주 력발 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BBDB 

(Backward Bent Duct Buoy)형 진동수주 력발 장치(이하 

BBDB형 력발 장치로 명기함.)를 고안하 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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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DB형 력발 장치는 원통형 진동수주(Circular type 

OWC) 방식에 비해 부유체의 상하동요뿐 아니라 종동요  

후운동에 기인한 내부 상 유동을 발생시키므로 입사  주

기와의 동조 역이 상 으로 넓은 장 을 가지고 있다(김진

하 등 2005). 

한, 랑 에 특정 입사  주기에 해 역 표류 상

(reverse drift phenomena)을 가지고 있어 계류설계 에서 

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Cormick et al. 1991, 

McCormick et al. 1992, Masuda et al. 1993).

특히, 역 표류 상과 련하여 McCormick 등 (1992)은 편

평한 2차원 형상의 흘수 하부구조에 짧은 수직덕트와 긴 수

BBDB형 진동수주 력발 장치의 랑표류력 응답의 실험연구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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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wave drift force responses of a BBDB type 

OWC wave energ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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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Oscillating Water Column 진동수주 공기챔버, BBDB backward-bent duct buoy, lower hull configuration 흘수하부 
형상, wave drift force 랑표류력, reverse drift phenomena  역 표류 상, HOBEM 고차경계요소법

ABSTRACT: A series of model tests for BBDB(backward-bent duct buoy)type OWC(Oscillating Water Column) wave energy absorbers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study wave drift force responses in regular waves at the ocean engineering basin, MOERI/KORDI.

The BBDB models are designed for 2-D & 3-D lower hull configuration with an orifice type air duct located at the middle of the top lid. 
Numerical simulation using HOBEM(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for wave drift force responses of has been carried out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3-D BBDB model tests. And also, the mechanism of the reverse wave drift force for BBDB type wave 

energy device is discussed. 

Fig. 1 BBDB type OWC Wave Energy Device



1. 서    론

 
  실 해역의 랑은 기본 으로 불규칙하며 다방향으로 

되는 각 성분 를 토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 주된 특성을 

다루는 규칙 의 고찰만으로는 해당 해역의 랑 특성을 충분

히 기술할 수 없다. 따라서 각종 방향의 성분 가 겹쳐지는 상

태를 표시하기 해서는 방향 스펙트럼의 개념을 도입한 불규

칙 를 생성하여 가능한 한 실 해역의 랑을 모사하고 이를 

토 로 랑 에 지의 주 수  방향 분포에 따른 고찰도 병

행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2005)
본 논문에서는 Boussinesq 랑모델을 이용하여 다방향 불규칙

의 조건에서 차귀도 주변 해역( 도: 33.2993°N ~ 
33.3245°N, 경도: 126.1346°E ~ 126.1625°E)의 랑특성을  

악하고, 이를 토 로 여러가지 랑추정법에 련된 연구등

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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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역  입사  조건

   2.1 계산 역

  제주 차귀도 주변 해역에 한 수심자료를 얻기 하여 

자해도를 이용하려 하 으나, 자해도 상에 나와 있는 수심 

분포가 조 하지 못하여, 2004년 11월 9일 부터 2004년 11월 

12일 까지 경도 126° 07′25″E- 126°09′50″E, 도 33° 
16′33″N- 33° 20′52″N 역(4km×8km)을 경도 126° 0
7′25″E을 시작 으로  200m 간격으로 실측하 다. Fig. 1은 

실측된 자료와 자해도로부터 추출한 해안선 자료를 조합한 

제주 차귀도 해역의 수심 분포를 보여 다. 
  계산에 이용한 boussinesq 모델은 신승호(2001)가 개발한 모

델로 랑 생성은 계산 역의 왼쪽에서만 생성된다. 그러므로 

입사 향에 따라 랑을 생성 시키는 치가 변화 되어야 하

고, 그에 따른 계산 역도 변화 되어야한다. 그래서 Fig. 1에서 

보는 와 같이 입사 향이 주로 남, 북 일 경우(4월, 7월)에는 

Fig. 1의 D1 계산 역을 이용하고, 입사 향이 북서 일 경우(1
월, 10월)에는 Fig. 1의 D2 계산 역을 이용하기 하여 각각

에 맞는 계산 역의 수심자료를 추출하 다. Fig. 1의 D1 계산

다방향 불규칙 에 한 통계  해석기법에 따른 

제주 차귀도 해역 랑특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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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 Wave Characteristics at Chagui-Do Sea Area of Jeju Caused 
by Statistics Analysis Methods about Directional Irregular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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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ve fields at Chagui-Do sea area of Jeju were simulated based on Boussinesq wave model by applying directional
irregular waves. A point near incident boundary and the four locations representing North, South, East and West of Chagui-Do
were chosen for comparison of wave characteristics. The two different stochastic approaches of mean wave method and 
spectral wave method for were applied in the analysis of simulated wave characteristics and resultant wave parameters were 
compared. It is concluded that the directional irregular wave simulation is necessary for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wave 
characteristics. 



1. 서    론

 
  지구의 71퍼센트는 바다이고 지구의 60퍼센트는 1천5백미터 

이상인 심해이다. 심해는 엄청난 자원의 보고이며 지구과학의 

많은 문제에 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심해는 수심 10미터 증가에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하여 

수심 6천미터에서는 6백기압이 작용하는 고압 극한 조건이 

된다. 게다가 바다는 수시로 변하며 빛과 가 수 을 통과

하기 어려우므로 육상에서 통용되는 기술이 수 세계에 직  

용될 수 없다. 우주개발이 실 되는 첨단 과학기술로도 심해

는 미지 세계로 남아 있다. 

  심해 탐사를 하여 여러 나라가 끊임없이 도 하 고 가시

인 성과를 일부분 얻었다. 무인잠수정은 심해탐사와 심해환

경 조사를 하여 심해 장에 실제로 투입되어 시료를 채취

하고 분석하는 필수 인 핵심장비이다. 이들은 재 첨단기술

이 목된 무인잠수정과 해양계측장비 개발에 열 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연구소는 해양수산부의 특정

연구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6개년 사업으로 심해무인잠수정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다 (Lee and Hong, 2001). 심해무인

잠수정은 해양과학탐사를 목 으로 하며 이를 해 다양한 기

능을 보유해야하는 무인잠수정이다. 심해무인잠수정의 설계 심

도는 6,000미터로  세계 해양의 약 97%를 탐사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심해무인잠수정은 Fig. 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질 인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원격제어무인잠수정(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해미래’와 이를 지원하는 수 진수장치 ‘해

비’로 구성되며, ‘해 비’는 단독으로 운용이 가능하여 인형 

수 카메라  사이드스캔 소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 ‘해미래’에는 심해 생명체 등을 

찰하고 과학 조사 작업을 하기 해 5개의 카메라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  2개의 유압식 원격제어 매니퓰 이터를 탑재

한다. 한 심해 생물을 보다 자연스런 상태로 찰하기 해 

유압식 추진기 신에 소음이 은 동식 추진기 6기를 탑재

하고 있다. 심해 무인잠수정 시스템의  다른 구성원 의 하

나인 수 진수장치는 원격제어 무인잠수정의 작업을 지원하며 

심해탐사용 무인잠수정 해미래의 시스템 개요

이 묵
*
․이종무

*
․ 환

*
․최 택

*
․이계홍

*
․김기훈

*
․김시문

*
․김덕진

**
․조성권

**
․

박동원
**
․홍석원

*
․양승일

*
․임용곤

*
․한상철

***
․구법모

***
․이상열

***
․서 우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 양 기공업(주) 기술연구소

Introduction of the Deep-sea Unmanned Underwater Vehicle,

HEMIRE, for Oceanographic Research and Survey

PAN-MOOK LEE*, CHONG-MOO LEE*, BONG-HUAN JUN*, HYUN TAEK CHOI*, JI-HONG LI*, KIHUN KIM*, 

SEA-MOON KIM*, DUK-JIN KIM**, SUNG-KWON CHO**, DONG-WON PARK**, SEOK-WON HONG*, SEUNG-IL YANG*, 

YONG-KON LIM*, SANG-CHUL HAN***, BEOB-MO GU***, SANG-RYUL LEE*** AND YOUNG-WOO SEO***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Daejeon, Korea

**South Sea Institute, KORDI, Geoje, Korea

**Daeyang Electric Co. Ltd., Busan, Korea

KEY WORDS: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무인잠수정, Oceanographic Research and Survey 해양과학탐사, Deep-sea 심해,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원격제어무인잠수정, Underwater Launcher 수 진수장치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system of a 6,000 meter depth-rated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for oceanographic research 

and survey in Korea. The UUV system consists of two vehicles: a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HEMIRE’ and an underwater launcher 
‘HENUVY’ cooperated with the ROV. This paper describes the functions and specifications of HENUVY and HEMIRE, respectively, and 

presents the specification of the instruments of HEMIRE and HENUVVY.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vehicles, the state of the arts for the 

development of deep-sea ROV is presented. This paper also describes the application area of the deep-sea ROV and the plan for HEMIRE and 
HENUV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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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지구 표면의 약 71%인 바다는 인간에 매우 친숙한 환경

이지만, 바다 속 특히 심해는 거의 탐사가 되지 않은 지역이

다. 최근 이 미개척지에 심이 집 되고 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식량, 자원, 에 지 등 여러 가지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 가 작은 결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심해에 한 연구와 투자를 꾸 하게 지속해

온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심해 연구는 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이 연구 분야의 

특성상 막 한 연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연구 결과가 사용화 

될 때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자칫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

는 큰 험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한 공학과 이학

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첨단 기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

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심해  망간단괴, 열수 상, 

심해생물, 해  메탄수화물 등 심해 연구의 구체 인 목 과 

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심해 탐사와 연구가 가

속화될 망이다. 무엇보다도 심해 연구를 해서는 다양한 첨

단 탐사 장비와 지원 장비가 필요하다. 일반 인 탐사 방법으

로 모선이 이블에 연결된 탐사 장비를 수 에서 견인하는 

방식과 유/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직  탐사 방식이 있다. 수  

견인방식은 탐사 범 가 넓고 상 으로 탐사 비용이 렴하

다는 장 이 있지만, 찰 목표지 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측을 하기 때문에 탐사의 정 도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단 이 있다. 따라서 기 탐사 후에는 탐사 지역에 직  투입

이 하는 탐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 험요

소와 자유로운 탐사에 제한이 따르는 유인 잠수정 보다는 무

인 잠수정이 필수 인 요소가 되었다. 즉, 가장 기본 장비인 

심해 무인잠수정이 없으면 본격 인 심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표 하면 심해 무인잠

수정을 포함한 심해 탐사  개발 장비 기술이 없이는 독자

인 심해 연구는 수행 할 수 가 없다. 경제성을 이유로 하여 연

6천미터급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와 해누비의 

전기 및 통신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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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Electrical and Communication Systems for a 6000m class 

Deep-sea ROV, HEMIRE and HENU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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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Soo Park** AND Sang-Chul Han**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Daejon, Korea
**Daeyang Electiric Co., Ltd., Busan, Korea

KEY WORDS: Deep-sea ROV 심해용 ROV, Deep-sea Electric System 심해용 기 시스템, Deep-sea Communication System 심해용 
통신 시스템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design methodology of electrical and communication systems for a 6000m class deep-sea ROV, 
HEMIRE and HENUVY. Since their power is supplied from a mother ship through 8,500 m tether cable, and they are controlled using 

fiber optic communication system, electrical and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ROV are tightly coupled with other sub-systems as a 

backbone which could be a basic but important reason of difficultly in designing a deep-sea ROV. For optimizing system performance 
under various constraints and weightings, all possibilities in design should be considered at the first design stage, and then their 

changes also should be tracked to keep a balance of the whole system. This paper shows design results of HEMIRE and HENUVY 

along with a design guideline which could be applied to general deep-sea exploration and development systems. HEMIRE and HENUVY 
are born after five year work of on-going project, "The development of an advanced deep-sea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ready to sea-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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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01년부터 개발

되고 있는 6,000m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시스템은  2006년 4

월 재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부두시험 에 있으며 첫 번째 

실해역 시험을 앞두고 있다. 해미래 시스템의 목 은 심해 과학

조사이며 이를 해 기본 인 센서와 작업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특수 목 의 샘 러와 작업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해미래는 기본 인 작업장비로 양수형 로 팔과 시료 채취

용 바구니를 장착하고 있으며 수 에서의 작업 지원을 한 비

디오와 조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수 목 의 추가 작업장비

를 장착하기 해 3kW의 여유 력과 4채 의 시리얼 통신라인 

그리고, 6채 의 유압밸  라인이 할당되어 있다. 해미래에 장착

된 기본 작업시스템은 로 팔 시스템, 비디오와 조명 그리고 유

압시스템으로 나 어질 수 있다.

  해미래의 작업시스템이 다른 유사 ROV들과 차별화되는 첫 

번째는 작업의 효율성과 정 성을 향상시키기 한 작업공간 구

동형 마스터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며, 로 팔의 기구

학과  한계를 고려한 해석 결과를 토 로 작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주  환

경의 교란을 최소화 하면서 활용도 높은 과학  데이터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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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큰 잡음원이 되는 유압시스템의 비 을 최소화 하

면서 효율 으로 작업시스템을 구 하 다는 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미래에 기본 으로 장착되어 있는 작업시스

템의 설계 개념과 구 에 하여 서술한다 해미래는 기본 으로 

기모터로 추진하는 동형 잠수정이나 작업시스템은 유압

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압시스템을 작업시스템에 포함시

켜 함께 언 하 으며 수 에서의 작업을 지원하기 한 비디오 

 조명 장치들에 해서도 본 논문에서 다루었다.

2. 수 작업시스템 설계 개념

  해미래가 6,000m의 심해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 설계단계에서 채택된 설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로 팔의 체 에 비해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심해의 압력에도 효율 인 내압방수 효과를 얻기 해 유압 

로 팔을 채택한다. 

  둘째, 심해에서 송되어 오는 카메라의 상을 바탕으로 작

업하여야 하는데서 기인하는 작업자의 숙련도 의존성을 일 

수 있도록 추가 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로 팔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압시

스템이 탑재되어야 하며 이는 주어진 원, 량, 크기의 제약

조건 내에서 로 팔 이외의 유압장비를 구동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심해 과학조사용 ROV 해미래의 수 작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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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Manipulation System of a Deep-sea Scientific ROV 
HEMIRE

BONG-HUAN JUN*, Ji-HONG Li*, KIHUN KIM*, JONG-MOO LEE*, PAN-MOOK LEE* AND BEOB-MO GU**

*Ocean Engineering Research Department, MOERI, KORDI, Daej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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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Underwater Manipulator 수 로 팔, Workspace-operated Master System 작업공간 구동형 마스터 시스템,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원격조종 무인잠수정, Tele-operated manipulator 원격조종 매니퓰 이터

ABSTRACT: KORDI(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has been developing a deep-sea scientific ROV named HEMIRE. 
HEMIRE was manufactured in February 2006. The shop test and tank test have been carried out successfully in March 2006, and the first 
and second sea trials of HEMIRE are planned at South Sea in April 2006. The launching and recovery procedure and basic function test will 
be performed in the first and second sea trials. The 6,000m sea trial will be carried out at the East Sea in October 2006. In the sea trials of 
HEMIRE, the performance of navigation, control and manipulation system will be tested. In this paper, the design concept and implementation 
of the manipulation system built in HEMIRE are described. While the thrusters of HEMIRE is powered from electric motors, the manipulation 
system is powered from hydraulic system. Therefore, hydraulic system is described as a part of manipulation system. The video and light system 
to support the underwater manipulation is also described in this paper. 



1. 서    론

최근 들어 심해생태계조사, 해  지진/화산조사, 해 열

수탐사, 해양자원탐사 등 다양한 심해탐사와 해 이 /

이블의 매설  유지보수와 같은 심해작업의 활성화로, 

한 다양한 군사  측면에서의 수요 증으로 인하여 고성

능의 심해탐사장비에 한 연구개발이 해양연구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로 두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망이다. 다양한 심해탐사장비 가운데서 무인잠수정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은 가장 리 그리고 오

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수 로 (URV: Underwater Robotic 

Vehicle)으로 로 공학의 측면에서 볼 때 표 인 원격조

작(Teleoperation)시스템이다.

기존의 로 에 한 다양한 제어구조들은 그 구조 특

징의 에서 볼 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즉 계층

(hierarchical)구조, 행 기반(behavioral)의 구조,  복합

(hybrid)구조로 나뉠 수 있다. 계획기반(planning-based)의 

구조로도 불리는 계층구조(Albus et al., 1988; Wang et 

al., 1993)의 경우 획득한 센서데이터들에 한 일정한 처

리과정을 거쳐 구 된 월드모델에 근거하여 조작자가 조

작명령을 내리며 이는 다시 로 의 구동장치로 달된다. 

계층구조는 충분한 시간  정보가 뒷받침 되는 제하에

서 로 에 한 제어능력  안정성 보장에 강한 반면에 

긴 시간지연으로 인하여 동 특성이 강한 환경에서의 신

속한 반응이 어려운 단 이 있다. 행 기반구조(Brooks, 

1986; Arkin, 2000)는 반응기반(reactive)의 구조로도 불리

며, 로 의 개개의 미션은 로 에 내장된 일련의 사 에 

작성된 조건-반응의 로그램 들의 수행으로 완성된다. 

행 기반구조는 모든 가능한 행 들에 한 사  조사가 

가능하고 행 개수가 을 경우에 속도가 빠르고 효율

인 장 이 있지만 부분의 실제응용에 있어서 상기 조건

계층구조를 갖는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의 선상원격제어시스템

이계홍
*
․이 묵

*
․ 환

*
․이상열

**
․정희섭

**
․윤석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연구소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

양 기공업(주) 기술연구소

Hierarchical Architecture of Surface Remote Control System for 

HEMIRE ROV

JI-HONG LI
*, PAN-MOOK LEE

*, BONG-HUAN JUN
*, SANG-YEOL LEE

**, HEE-SUB JUNG
**, 

SEOK-JUN YUN
**

*
Ocean Engineering Research Dept.,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DI,

171 Jangdong, Yuseong-gu, Daejeon 305-343, Korea
**

Research Institute of Technology, Daeyang Electric Co. Ltd.,

503 Shinpyong-dong, Shaha-gu, Pusan, Korea

KEY WORDS: Hierarchical Architecture 계층구조, Teleoperation Systems 원격조작시스템, Surface Control System 선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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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hierarchical architecture of surface control system for HEMIRE, a 6,000m 

depth rate ROV and has been developed in MOERI/KORDI in Korea since five years ago. According to its main 

functions, surface control system for HEMIRE can be divided into three consoles; Pilot & Engineer Console, 

Administrator & Navigator Console, Extended System Console. A total of more than ten computers are arranged to 

construct the control system, and data exchanges between these computers are performed through a certain server 

based surface network. From robotics engineering point of view, ROV is a typical teleoperation system. Constructed 

surface control system accordingly has a certain hierarchical architecture that consists of application and task 

control two layers. Some other characteristics of constructed surface control system are also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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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연구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생물․ 물 자원탐사, 해양 생물․지질 연구, 침몰

선 탐사  구난 등에 사용될 목 으로 6,000m  차세  심해용 

무인잠수정을 개발 이다(이 묵, 2004). 개발 인 무인잠수정

은 심해진수장치인 “해 비”, 원격무인잠수정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인 “해미래“, 그리고 자율무인잠수정(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6년 4월에 부

두 시험과 동해성능 시험을 마치고 2007년에 기본 인 성능 시

험을 완료할 정이다.

  심해무인잠수정의 효율 인 운용을 해서 운용 수심인 

6,000m 수심에서도 무인 잠수정의 치를 안정 으로 계측할 

수 있는 수  항법 시스템이 요구된다. 재 이용되고 있는 수

 항법시스템은 크게 추측항법 (dead reckoning) 시스템과 수

음향 항법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Milne, 1980), 여기서 

추측 항법시스템은 상 인 치나 속도, 가속도 등을 측정하

여 치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  

오차가  증가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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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도 러 속도계 (Doppler 

velocity log, DVL), 거리계측 센서 등을 보조 센서로 이용한 개

선된 항법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이종무, 2003).

  반면 수 음향 항법시스템은 음 속도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

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차가 되지 

않고 치를 계측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용해야하는 잠수정

이나 측 장비에는 반드시 필요한 항법 시스템이다.

  수 음향 항법시스템은 LBL (long baseline), SBL (short 

baseline), USBL (ultra-short baseline) 는 SSBL (super-short 

baseline) 시스템으로 구분 된다(Vickery, 1998). 이  LBL과 

SBL 시스템은 일정한 정 도를 잃지 않고 수 km에 이르는 넓은 

범 에서 사용 가능하나 다수의 센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기 

설치가 힘들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설치 해역에서만 운

용할 수 있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반면 USBL 시스템은 한 개

의 센서 어 이에 입사되는 음 의 상차를 이용하여 잠수정 

치의 각도를 측하므로 센서 지향 방향에서 벗어날수록 정

도가 감소하는 단 이 있으나 센서 지향 방향에 있는 경우에는 

높은 정 도로 치 측이 가능하므로 소한 범  내에서 높

은 정 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합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무인잠수정이 6,000m 심해에서만 사용된다면 높은 정 도를 

갖는 LBL 시스템이 최 의 치추  시스템이나 국내 천해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무엇보다도 해 비의 측면주사음탐기 (side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의 음  치 추  시스템의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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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MOERI, KORDI is developing a 6,000m depth-rated UUV, which is composed of a launcher HENUVY, an 

ROV HEMIRE, and an AUV. For the underwater positioning of vehicles, an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has been investigated. An 
acoustic positioning system (APS) will be used to provide stepwise positions of the vehicles to the continuous navigation system. Among 

the three kinds of APS, the USBL (Ultra Short Base Line) was chosen for the UUV's APS because of its relatively easy management. 

iXsea-Oceano's Posidonia 6000 uses MFSK (multiple frequency shift keying) which enhance the positioning accuracy by its spread 
spectrum. Posidonia detects an underwater vehicle up to 6,000m depth. The RMS of estimated positions is less than 0.3% of the slant 

range. In order to verify this performance, two times of open-sea test were performed in the East Sea. From the first sea trial, the 

performance doesn't meet the required accuracy and detectable maximum ranges mainly due to low signal to noise ration (SNR). In the 
second sea trial, the SNR is enhanced and the required performance criteria are achieved by rearranging the sensor position to a more 

quiet position.



1. 서 론

 

  심해용 무인잠수정(UUV, Advanced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체 

장비, 1차  2차 이블 등에 한 정   동 해석 결과는 

시스템의 구조 설계에 충분히 반 되어야 하며, 특히 무인잠수

정의 안 성을 크게 좌우하는 연결 이블에 의한 수 진수장

치(Launcher, 해 비)의 동  거동특성  1차 이블에 걸리

는 힘은 정확히 악되어야 한다. 최근 일본이 자랑하던 심해

용 무인잠수정 KAIKO의 분실 사고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교훈

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세  심해(6,000m) 무인 잠수정의 

수 진수장치(Launcher, 해 비)  ROV(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chcle, 해미래) 운용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

템의 여러 동  특성 에서 아직 정확히 검토되지 않은 1차 

이블의 격한 하 달(Snapping)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하

에 한 수 진수장치(Launcher, 해 비)의 동  거동특성 

 1차 이블에 걸리는 힘을 추정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실제 snapping 상을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매우 복잡

한 해석 차를 거쳐야 하나 본고에서는 이블의 거동을 1자

유도 운동으로 간단하게 이상화함으로써 비교  단순하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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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한 해석 모델을 제시하 다. 우선 1차 이블  수 진수장

치를 포함하는 체 시스템을 단순한 1차원 질량-스 링-감쇠

계로 이상화하고 이를 시간 역 직 분 기법(Newmark-β 

법)을 용하여 해석하 다. 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구조  안 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블 연결부의 구조 안 성

을 확인하는 한편, 나아가 임의 해상 상태에서 작업의 진행 여

부를 단하는 기 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수 진수장치(Launcher, 해 비) 연결 

이블의 Snapping 해석

  재 개발되고 있는 차세  심해용 무인잠수정은 ROV의 과

도한 표류방지와 심도  치 유지력의 향상을 하여 Figure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무게 심추 역할을 하는 수 진수장치

를 선체와 1차 이블로 연결하고 이로부터 ROV를 2차 이블

로 연결하여 각각 따로 진수하는 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다.

이러한 운용방식 하에서의 1차 이블은 수 에서의 자신의 

자 과 하단에 연결된 수 진수장치의 량으로 인해 상

으로 큰 장력이 작용하게 되며, 주로 지원 모선의 운동  해

상의 랑, 조류 등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해석을 간단히 하기 하여 조류나 모선의 표류에 의

한 수 장치의 수평방향 운동 효과를 무시하고 수직방향으로 

1차원 인 거동만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잠수정 연결 이블의 안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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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ty Assessment of the connecting cable in deep water
Unmanned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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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dynamic response of the umbilical cable in deep water unmanned underwater vehicle system was analyzed. 

In order to obtain the forces acting on the cable, the launcher and umbilical cable were modeled by the simple 1-D mass-spring system 
with damping and dynamic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irect time integration scheme using Newmark-β method with inverse iteration 

procedure considering the nonlinear drag forces acting on the launcher. The obtained result of the present study can be used for the 

design of connecting structure of launcher and cable of the UUV system.



1. 서    론

 
  원자력 랜트 배 은 그 성능이나 안 성 유지에 있어서 원

자력 랜트의 요한 설비의 일부로서, 이들 배 에 하여 

건 성 유지를 한 방  보 기술에 한 많은 연구가 행

하여져 왔다. 이들 배 은 사용기간 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열

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최근 배 의 내면에 발생하는 

감육 상에 의해 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이 국내외 으로 

보고되고 있다(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1992;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Ⅺ, 1998). 이와 같은 배 의 감육 상은 심각한 사

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육에 한 허용기  안 등을 마

련하고자 다방면에 걸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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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육이 발생하 을 경우에 배 의 강도와 변형에 한 계통

인 연구의 는 아직 미미하고, 한 그 특성에 한 해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안석환 등, 2003; Ahn et 

al, 1998, 2002; Miyazaki et al, 1999).

  이에 감육이 발생한 배 에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배  감

육부의 형상이나 감육의 정도가 배 의 강도  변형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 가를 정량 으로 해명하기 한 연구가 행

하여지고 있다(안석환 등, 2002, 2003; Ahn et al, 1998, 2002; 

Miyazaki et al, 1999). 그러나, 감육이 발생한 배 의 괴거

동에 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특히, 원자력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원자로의 설계와 안

심사를 하기 한 안 개념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원 은 PWR(Pressurized Water Reactor, 가압수형

로)등을 운용하고 있다. PWR의 1차계통의 주요기기는 원자로

용기, 노내구조물, 연료, 제어  클러스터, 증기발생기, 가압

기, 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기  증기발생기 

 침식-부식에 의해 감육된 증기발생기 열 의 손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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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ilure assessment of steam generator tube are very important for the integrity of energy plants. In pipes of energy 

plants, sometimes, the local wall thinning may result from severe erosion-corrosion damage. Recently, the effects of local wall thinning 
on fracture strength and fracture behavior of piping system have been well studied. In this paper, the elasto-plastic analysis is performed 

by FE code ANSIS on steam generator tube with wall thinning. We evaluated the failure mode, fracture strength and fracture behavior 

from F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e crack initiation point by estimating true fracture ductility under multi-axial stress 
conditions at the center of the thinned area.



1. Introduction

 

  Silicon carbide (SiC) material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for high-temperature components in advanced energy system 

and gas turbine, because it has excellent high-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and elastic modulus, low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good 

oxidation, corrosion and wear resistance. (M. Omori, H. 

Takei, 1982 and N. P. Padture, 1994) Recently, the 

microstructure tailoring of Nano Infiltration Transient Eutectic 

Phase (NITE) SiC by heat treatment have been reported. 

However, these studies are mainly aimed to enhancement of 

fracture toughness by using the α-βtransformation of SiC 

grain. But, α-β transformation of SiC grain occurs at the high 

temperature (1900
o
C-2000

o
C) with grain growth. (D. Sciti, S. 

Guicciardi and A. Bellosi,, 2001 and Guo-Dong Zhan, 

Rong-Jun Xie, Mamoru Mitomo and Young-Wook Kim, 

2001)
 

Moreover, heat treatment at these high temperature 

leads to degradation of reinforcing SiC fiber. (M. D. Sacks, 

1999) The microstructure of NITE-SiC might be tailored by 

heat-treatment at relatively low temperature. Therefore, 

optimized heat treatment for NITE-SiC to enhance the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is strongly required. In the 

present work, monolithic NITE-SiC fabricated by hot press 

method with the addition of Al2O3, Y2O3 and SiO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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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aled under different temperatures in order to observe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2. Experimental procedure

  Extremely fine (< 20 nm) SiC powder was used as a 

starting material, with additives of Al2O3 - Y2O3 system and 

Al2O3 - Y2O3 - SiO2 system. The SiC powders were mixed 

with the additives in distilled water and ball-milled over 12 

Hr. Sintering was performed by hot-pressing in argon. Process 

temperature was varied from 1760oC to 1800oC. Process 

pressure and maturing time are 20MPa and 1Hr respectively. 

Hot press system was used in Fig. 1. Hot pressed samples 

were cut into rectangular bar. Three-point flexural strength 

was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in air with a cross-head 

speed of 0.1 mm/min and a lower span of 18 mm. Flexural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measurement was performed 

using a universal test machine (INSTRON 5581, USA). Four 

pieces of samples were used in this test. The apparent density 

of the sintered body was measured by the Archimedes 

method.

Moreover, in this study, NITE-SiC fabricated with Al2O3 - 

Y2O3 - SiO2 system as sintering additives at 1800oC was 

prepared for the heat-treatment. The specimen dimension is 

4
W

×25
L

×1.5
T
mm. The specimens used for weight-loss 

measurement were set into an open carbon crucible to avoid 

non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in the furnace. 

Post-fabrication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in vacuum 

atmosphere (PO2 ≈0.01 Pa). The temperature was increased at 

a rate of 20 K/min to the heat-treatment tempera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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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work, monolithic NITE-SiC fabricated by hot press method with the addition of Al2O3, Y2O3 and SiO2 and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to observe microstructure evolution for the residual stress relazation. The weight loss of specimens annealed 

under 1400oC is less than 3%. However, specimens annealed at 1500oC or higher show pockets of erosion and heavy weight loss. During heat 

treatment the softened oxide glassy phase diffuses from the center to surface and reacts with SiC matrix.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econdary 
oxide phase is reduced gradually through movement of the liquid phase toward surface and successive vola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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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t methods exist for the estimation of thermal deformation of plates in the line heating process. These are based on 
the assumption of residual strains in the heat-affected zone - known as the method of inherent strains, or simulated relations between 
heating conditions and residual deform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simulator of thermal deformation in the line 

heating using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Curvature deformations for the plate forming are investigated, which can be used as a prime 
deformation parameter in the process. The curvature of plates are calculated using the approximation of plate surface by NURBS. Line 
heating experiments for 10 specimens of different thickness and heating conditions were performed. Two neural networks predicting the 

maximum temperature and curvature deformations at the line heating line are studied. It was concluded that the thermal deformations 
predicted by the neural network can be used in a line heating simulator, which is considered an attractive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existing methods.

1. 서 론

  선체 외 의 곡 가공은 스와 롤러 등을 이용하는 기

계  냉간 가공법과 가스토치 등에 의한 선상가열, 자기의 

유도가열 등에 의한 열간 가공법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선 앙부 외 은 단순한 1차 곡 으로 냉간 

가공법이 주로 용되고 있고 선수미부에 분포한 2차 곡 과 

3차 곡 의 경우에는 부분 냉간 가공법과 열간 가공법을 혼

합하여 용하거나 열간 가공법만으로 목 형상의 가공을 완

성하고 있다. 

  선체 외 의 곡가공에서 목 형상은 1차 곡 은 곡률로 

주어지고, 2차 곡 은 기  면에 한 치로 주어지는데 이에 

한 가공 조건, 즉 가열 치와 가열조건의 결정은 부분 

장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에 선상가열의 

역학  상을 규명하고 곡가공 공정을 자동화하기 한 여러 

가지 연구가 각 학  조선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Ueda 등

(1991), 류철호 등(1997), 문성춘 등(1998)은 곡면의 곡률분석을 

통하여 가열선의 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는데 이들

의 연구는 공통 으로 곡면의 주곡률을 해석 으로 구하고 이

로부터 가열선의 치를 구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곡률선 간의 가공 우선순   곡률의 크기와 

선상가열 공정의 인자와의 상 계를 규명하지 못하여 실질

으로 곡면정보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 선상가열에 의

한 강 의 변형을 단순한 인장, 수축, 각변형 뿐만 아니라 보

다 세 한 가열선 주 의 변형정보와 가열 공정에 향을 주

는 인자와의 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변형추정과 련된 과거의 연구를 보면 노인식 등(1995)과 임

동용 등(2003)은 각각 ANSYS, ABAQUS를 이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고 장창두 등(1997, 2004)은 의 고유변형도를 

이용하는 간이 열탄소성 해석을 도입하 으며 이장  등(2002)

은 다변수해석을 통하여 가열정보와 변형량 간의 상 계를 

규명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박성건(1996)은 가열조

건과 변형량 사이의 계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구하 는

데 곡가공 자동화를 해서 곡면정보를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이 있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면 선상가열시 열변형 추정 문제는 

많은 가공조건이 련되고 열탄소성 해석의 비선형성으로 유

한요소해석 로그램 등 수치해석 인 시뮬 이션 방법의 사

용은 제한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열조건에 따른 변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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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late 2004, a first cold room was built in Korea. The 4m× 6m cold room facility has been extensively used under various different 

environmental and loading conditions. After reviewing published references on testing methods and also by trial and error, the standard procedures for 
testing and preparing laboratory ice materials were established for measurement of basic ice properties. In this paper laboratory experimental techniques with 

the cold room facility and standard procedures established for ice materials were briefly introduced. Guidelines and important limitations are also discussed.  

Test specimens include fresh water ice  and frozen soils. Tests are carried out for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Handling and preparation and the size of 
samples are most important issues arising in cold room tests. Frozen soils are importance in view of the application of ice test procedure, however preparation 

of frozen soil specimen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for ice itself. In this paper details of specimen  preparation, testing procedure and water-soil ratio  effects 

are discussed.

1. 서   론

  최근 동에서 유발된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원유가의 상

승 추세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 추세는 과거 유

가가 하향 안정 이었던 시 , 경제성이 떨어져 외면해 왔던 극

지에서의 자원개발을 가능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로 인한 러시아 경제력의 확 는 북극해에 연한 시베리

아의 개발과 북극해 항로 이용에 범세계 인 극 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극지 자원개발에는 온과 얼음이라는 혹독한 자연조건을 이

겨낼 수 있는 빙역학 기술과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

극권 국가가 아니면 극지환경에 직  할 기회가 없으며 극지

에 과학기지를 유지하고 있다하여도 장 측과 빙역학 실험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산이 소요된다. 극지에 심을 가

진 여러 선진국에서 장 측과는 별도로 극지환경을 재 할 

수 있는 실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극지환경 재  실험시설로는 빙해수조(Ice Towing Tank)와 

온실험실(Cold Room)을 들 수 있다. 이  Ice Towing Tank

는 빙 에서 쇄빙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모형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수조의 건설과 유지에 많은 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빙해수조를 보유한 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의 산지원 하에 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빙해수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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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쇄빙선박의 모형실험 시에는 캐나

다나 핀란드의 수조시설을 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Cold Room은 빙해수조의 실험이나 장에서 가져온 시료의 

실험에 필수 인 기  시설인데 그리 큰 규모가 아니어도 기본

인 빙역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많은 

학과 연구기 에서 Cold Room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선박/

해양구조물을 포함 극지 시설물의 최 기  설계온도는 -45℃

정도이지만 통상 으로 -30℃정도면 극지환경을 재 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Cold Room은 일반 냉동보 창고와는 달리 정 한 항온항습 

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 되거나 기능이 정지됨이 없이 

온에서 장시간 가동이 가능한 실험기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얼음과 동토, 기타 온용 소재에 한 재료시험을 수행하게 되

는데 2004년 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빙역학 실험용 Cold 

Room이 한국해양 학교에 건설된 바 있다. 4m× 6m 규모인  이 

시설은  설치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조건에서의 가동시

험을 통해 거의 정상 인 활용 단계에 이르 고 재는 얼음 

 동토에 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얼음을 비롯한 온에서의 재료는 상온에서의 특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온도, 하 속도(loading rate), 결정입자의 크기

와 방향에 따라 취성(brittle)에서 연성(ductile)의  범 에 걸

쳐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은 극지방에서 하

게 되는 온도나 하 속도의 범 에서 흔히 측된다. 극지에서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빙하 과 재료거동을 이해

하는 것이 아주 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Cold Room을 이용한 

빙역학 실험이 요한 연구 수단이 된다.  

  Cold Room에서의 빙역학 실험은 인공으로 제조된 다결정 



1. 서    론

 
  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엔진, 발 소 보일러, 터

빈, 원자로 부품 등의 여러 가지 고온 재료의 고온 분 기에서

의 사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 면에서도 이들의 사용

온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열강, 내열합 의 개발과 함께 내열재료에 있어 고온강도, 

특히 크리  강도 특성에 한 연구가 매우 요하다(Kim, 

2000). 이와 같은 내열재료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되므로 고

온 괴, 즉 크리  손상에 의한 고장  손으로 경제  손

실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

재의 장시간 고온 크리  특성을 단시간의 실험을 통하여 

악하고 안  강도와 수명을 측함으로써 사고 방지는 물론 

인명  재산 손실 방을 도모한다는 것은 고온 재료의 사용

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이다(Kong, 2004; Oh, 1999).

  내열 재료에 한 장시간 고온 크리  특성의 연구뿐 아

니라 수명, 강도 평가에 한 연구는 시간 , 경제  제약으로 

미약한 실정이나, 크리 의 주요 인자(크리  응력, 단 수명, 

정상 크리  속도,  크리  연신율, 기연신율 등)와의 정량

인 상 계를 규명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단 수명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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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크리  수명 측 평가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Kim, 2001; Kong, 2003).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의 실험 데이터를 외삽하여 장시간의 수명 측을 하는 

것은 자칫 험할 수도 있고,  사용 수명 요인인 열화 상

으로 인한 단은 반드시 외부 표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변형, 공공, 미소 균열 등의 손상에 의해 일어나며 실

제 설비의 사용 환경에 있어서의 손상은 재질, 온도, 압력, 그

리고 시간에 의존하여 복합 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들의 실

제 크리  강도 데이터에 한 통계  특성을 연구한 결과도 

보고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재료 강도의 신뢰성 공학  

취 에는 풍부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크리 에 한 통

계 인 데이터나 해석이 부족한 것이 실이다. 이는 타의 재

료 강도 데이터만큼 간단히 얻을 수 없다는 시간 , 경제  제

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터빈 디스크 등에 사용되는 

Waspaloy의 단시간 크리  단시험을 통하여 기연신율

(initial strain)을 측정하 고, 이 결과를 기연신율기법(Initial 

Strain Parameter Technique, ISPT)을 이용한 수명 측식을 도

출하 다. 한 도출된 수명 측식으로부터 계산된 크리  결

과와 실험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수 (confidence level)을 검토

하 으며, Larson-Miller parameter(LMP)에 의한 크리  수명

측식을 도출하여 수명 측 결과를 비교 고찰하 다.

기연신율기법을 이용한 Waspaloy의 크리  수명 측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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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 creep life prediction of Waspaloy using the initial strain 
parameter technique. The creep tests were performed at the elevated temperatures of 550, 600, 650 and 700℃, under constant creep 

stress conditions. The values of initial strain parameters were measured using an LVDT type extensometer as the strain for one minute 

after creep loading. The creep properties such as creep stress and rupture time have showed goodquantitative relationship with the initial 
strain. Therefore, the presented creep life prediction equation using the Initial Strain Parameter Technique (ISPT) was evaluated with the 

Larson-Miller Parameter (LMP) method. The confidence level between the experimental rupture time and the presented rupture time 

using the ISPT is within 95%. The creep life predicted by using the ISPT was a good agreement with LMP method very well.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연안 해안을 심으로 부산 신항만, 양

항, 인천 국제공항 등의 규모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해마다 많은 양의 설토가 발생되고 있다 . 아

울러 통항로 확보를 한 항로유지 설과 오염해역의 환경복

원을 한 청소 설로 인하여 설토는 지속 으로 발생할 것

으로 상된다(김윤태 등, 2005a).

  재 설토는 처리  재활용 기술부족으로 상당량의 설

토가 매립 는 외해투기 등으로 처리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해양환경의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오염

방지법의 강화에 따라 투기  매립은  제한될 것으로 보

인다.

  국외의 경우 해변공원, 인공서식지 등의 친수공간이나 해양

환경복원에 설토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

는 설토를 단순 매립하기보다는 안벽이나 호안의 뒷채움재

로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경량혼합토가 개발되어 극 으로 

이용되고 있다(Tsuchida et al, 2004). 경량혼합토는 설토와 

같은 슬러리 상태인 지반 재료에 물과 시멘트 등의 고화재를 

혼합하여 유동성과 강도를 확보하고 기포나 발포스티로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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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하여 경량화한 흙으로서 일반토사에 비해 한 단

량과 강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균질한 지반 재료이다. 

한 경량혼합토는 일반 토사와 비교하여 경량화된 재료이므로 

안벽이나 옹벽의 뒷채움재로 사용시 토압을 감할 수 있는 큰 

장 이 있다(태평양 Soil, 2004).

  한편, 지반보강  안정에 사용되는 섬유재는 지반의 

단  활동 괴와 같은 지반구조물의 역학  안정성을 증

가시키기 하여 오래 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이용방법은 

체로 2가지의 형태로 발 되어 오고 있다. 첫 번째 방법

은 섬유를 서로 직조하여 제품화된 토목섬유(geosynthetics)

를 층으로 포설하는 평면 인 형태이며, 두 번째 방법은 단

섬유(monofilament) 자체를 흙과 랜덤하게 혼합하는 선형

인 형태이다(한국건설연구원, 1995). Table 1은 국내 토목

섬유 사용량을 나타낸 것으로 토목섬유의 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반보강  안정에 약 40%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에서는 야자수 기, 갈 , 사이잘

삼(sisal fiber) 등의 천연섬유를 이용한 시멘트 혼합토에 

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Prabakar et al, 2002).

  일본에서 수행된 경량혼합토 공법에 한 기존 연구를 살펴

보면 경량혼합토에 한 양생조건의 향에 한 연구(Kasai 

et al, 1993), 안벽의 뒷채움재료로서 사용을 한 Lightweight 

Geo-Material의 공학  특성 연구(Tsuchida et al, 1995), 지하

수  아래에서 양생된 Super Geo-Material의 압축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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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trength characteristics and stress-strain behaviors of unreinforced and fiber mixing reinforced 
lightweight soils. Reinforced lightweight soil was reinforced with fiber such as monofilament and geogrid in order to increase its 

compressive strength. Test specimens were fabricated by various mixing conditions including cement content, initial water content, 

air content and content of fiber(monofilament, geogrid) and then several series of standard one-dimensional consolidation tests and 
unconfined compression tests were carried out.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found that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as well as stress-strain behavior were strongly 

influenced by mixing conditions. The more cement content that is added to the mixture, the greater its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However, the more initial water content or the more air foam content, the less its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Reinforced lightweight soil had a different behavior after failure even though it had similar behavior as unreinforced lightweight soil 

before failure. The test results also presented that stress became constant after peak strength in geogrid reinforced lightweight soil, 
while the stress decreased continuously in unreinforced lightweight soil. In reinforced lightweight soil, secant modulus (E50) was 

increased as the strength increased due to the inclusion of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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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복잡한 구조물 해석과 설계에 있어서 탄성 복합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특히, 구조해석을 한 감쇠 유한
요소 코드를 개발할 때는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검증을 해서는 복합재의 탄성계수와 손실계수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한다. 여러 분
야에서 탄성계수와 손실계수를 구하는 실험이 실시되어지고 있으나 실험자의 심분야 혹은 실험 환경에 따라서 측정 방식이나 용되어
지는 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온도 제어 진동 측정실을 사용하여 탄성 복합재의 특성 변화를 악하 다. 실험장치 
구성에 있어서 Impact Hammer와 Exciter, 두 가지 가진 방법을 사용하여 진동 측정 방법에 따른 복합재의 손실계수와 탄성계수의 특성 변
화를 주 수별 온도별로 비교하 다.

Key Words: Damping material(감쇠재), Composite beam(복합재), Viscoelasticity( 탄성), Loss factor(손실계수), Oberst beam(오베르스트 
보), Impact hammer(충격망치), Exciter(가진기)

1. 서 론

재 복잡한 형상의 구조해석 방법으로 산 구조해석

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복합재로 구성된 구조체

를 해석할 경우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쇠 특성 

모델링이 미비하고 감쇠 구조물의 고주  해석에 어려움

이 많아 상용 로그램 용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합재의 감쇠 구조 해석용 산 코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감쇠 유한 요소 코드를 개발할 때는 이에 부합하는 

검증이 필요하고 검증을 해서는 복합재의 탄성계수

(Young's Modulus)와 손실계수(Loss factor)를 추정할 필

요가 있다.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재료의 특성을 악하기 

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험자의 심분야 혹은 실

험 환경에 따라서 측정 방식이나 용되어지는 방법의 차

이를 보인다.

**연락저자, E-mail: hipark@mail.hhu.ac.kr

          Tel: 051-410-4937

본 연구에서는 표 으로 이용되고 있는 Exciter와 

Impact Hammer를 사용한 실험 방법을 선택하여 재료의 

특성을 악하고 실험 방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한 

구축된 온도 제어 진동 측정실을 사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손실계수와 탄성계수를 주 수와 온도별로 

악 한다.

 

2. 탄성 이론과 환경 요인에 따른 특성

2.1 탄성 이론

이상 인 선형 탄성 고체의 경우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

하나 탄성 재료(viscoelastic materials), 즉 감쇠재와 같

은 경우에는 응력과 변형률이 시간에 따라 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탄성 재료의 경우 아래와 같이 

ASTM E756-04에서 제시된 식을 통하여 탄성계수와 손실

계수를 악할 수 있다.



1. 서    론

 
  TCO(Transparent Conducting Oxide), 투명 도성 산화물 박

막은 평 표시소자(FPD)와 박막형 태양 지 같은 자 소자

들의 투명 극으로서, 가시  역(380~780nm)에서의 높은 투

과도와 낮은 기비 항을 갖는다(Yaglioglu, 2005). 특히, 액정

표시소자(LCD), 기발 소자(ELD), 자크로믹소자(OECD), 

라즈마표시패 (PDP)등과 같은 FPD(Flat Panel Display)소자

들은 면 화, 교정 화, 픽셀수의 증가로 설계되고 있어 TCO 

박막은 고품질의 FPD소자를 개발하는데 요한 요소로 부각되

고 있다. 한 열선 재 라스와 자 차폐 실드 라스를 한 

기능성 라스에 응용되고 있다(Hong, 2004).

  기에는 학  특성이 우수한 Tin Oxide박막이 이용되었으

나, 일반 으로 기  특성을 개선하기 해서 Indium을 첨가

하여 라스 기  에 스퍼터링 법으로 성장된 ITO 박막인데, 

이것은 낮은 기비 항과 높은 투과도를 얻기 해서는 3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열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만일 온에서 

성막 될 경우, 온 성막 된 비정질 ITO박막은 습열에 한 

항력이 작아 기 도도와 투과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1 자 김도형 연락처: 부산 역시 부산진구 엄 로 995

    011-575-7674  deu_kdh@yahoo.co.kr

교신 자 윤한기 연락처: 부산 역시 부산진구 엄 로 995

    051-890-1642  hkyoon@deu.ac.kr

하게 감소하는 문제 이 있다(Hoshi, 2002). 이러한 문제 을 개

선하기 해서 조성 성분비를 변화시키거나 증착 방법을 개선하

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에서도 화학 으로 안정하면

서 기 도도와 투과율이 좋은 IZO가 차세  투명 도성 산화

물 박막(TCO)물질로 각 받고 있다(Utsumi, 2003). IZO는 온

성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열처리가 불필요하며, 온 성막 후

에 비정질 구조를 갖기 때문에 표면조도와 기 에 한 부착력

이 우수하며, 습열에 한 항력도 좋다. 이를 응용하여 가스베

리어막을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기 과 IZO막 사이에 

도입하 으며, 그 종류로 SiO와 SiON 가스베리어막을 선택하

다(Zeng, 2003). 이것은 뛰어난 가스베리어 특성이 있어, 투명성

이 높고, 아울러 실온에서도 막형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표면형

태, 를 들면 거친 정도를 PET와 비교하면 뛰어나다(Ito, 2006).

  본 연구에서는 경사타겟을 향하게 배치하는 것에 따라 스

터 입자의 충격을 완화시켜, 화합물박막의 성막을 실온에서 가

능하게 한 경사 향타겟형 DC 마그네트론 스 터 장치(DC 

magnetron sputtering)를 사용하여, PET 기 에 가스베리어 재

료인 실리콘계막의 SiO, SiON을 각각 성막하고, 최종 으로 

In2O3 (90wt.%)와 ZnO (10wt.%)의 소결체의 타켓을 사용하여 

성막 하 다. IZO/PET 박막특성에 미치는 SiO, SiON의 향과 

기  특성을 조사하 다.

2. 실험방법

2.1 IZO 박막의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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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듐 아연 산화물

ABSTRACT: The thin films of SiO and SiON were deposited individually by the inclination opposite target type DC magnetron sputtering 

equipment onto the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substrate and it was deposited IZO(In2O3(90wt.%) + ZnO(10wt.%)) on those films. The 

effets of SiO and SiON were investigated on properties of IZO/Glass thin films. AFM images of IZO thin film included SiON film were 
shown smoother surfaces than that included SiO film. If it deposited SiO and SiON generate layer of change between two layer(SiO, SiON and 

Glass). Layer of change influenced resistance because of Oxygen content was more than single layer of I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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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tudy, the primary aim is to experimentally investigate the stability performance 

of TTP units on the trunk section of breakwaters under the effect of irregular waves in 

the shallow water. Waves generated by typhoon in deep water propagate to shallow water 

with variation of wave characteristics ( Qp, H max /H 1/3
). The spectral/statistic parameters 

of the wave are difference between in the deep water and in breaking point. We confirmed 

the difference through field observed data (2003 ～ 2004, Busan new port). The stability 

performance tests were conducted for different slope cot  α = 1.5, 2.0 and incident wave 

( γ = 1.0, 3.3, 7.0) under irregular waves. Different representative wave parameters 

( H 1/3
, H max

 and H max /H 1/3
) and spectral parameter ( Qp) were examined determine the 

one best characterizing rubble mound breakwater stability. 

 The followings show the results.

① The target spectrum was generated by using the γ -value of JONSWAP spectrum, to 

research the shallow water waves in consideration of typhoons, with the consequence 

that Qp and the H max /H 1/3
 satisfied the range under typhoons when γ  is 3.3.

② It was ascertained that the damages of rubble mound breakwaters wer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γ , and especially the damage exceeded four times in case 

the proportion of normal waves to overtopping waves is 1:1.5 in the slope.

③ In case of rubble mound breakwaters unfortified in the overtopping waves, the stability 

of armor unit was sensitive to the change of water level under 1:1.5 slope. In addition, 

serious damages were arisen in case the relative crest height ( hc/h) is 0.28 as well as 

the shoulder was seriously damaged by the change of wave-beating position and the 

change of water level.

1. 서 론

  사석경사제의 2차원적인 안정성 및 피복석의 

안정중량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입사파랑의 

사면상의 거동과 구조물의 파괴모드에 대한 연

구가 주된 문제였으며 이때의 일반적인 조건은 

무월파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설치된 대

부분의 사석경사제는 상치직립구조물의 형식이

다. 상치 직립구조물은 입사하는 파랑의 소상고

에 대해 일정량의 월파량을 허용하고, 월파시의 

사석경사제 상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상

치콘크리트를 설치하는 형식이다. 

  상치콘크리트의 도입으로 구조물의 규모감소



인공어  지반의 시료분석방법 개선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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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mples analysis on a ground of artificial reefs have been used with oceanographic 
particle-size analysis method until now. But such method is inappropriate as method to analyze on 
a ground of artificial reef. As artificial reefs are some structures on the sea bottom, sample 
analysis methods using civil engineering particle-size and  will be useful for assessing a ground 
stability on a artificial reefs. Because it could accurately grasp a burial and movement of artificial  
reefs, and the ground strength.

1. 서  론

  인공어 를 시설하는데 있어서 요한 인자는 인공어

 구조물의 안정성  인공어 의 기능을 제 로 발휘

하는가와 함께 인공어 의 해양생물에 한 부착능력  

어류에 한 집등이 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공어 의 부착력  집력이 좋다고 하더라

도 장기간에 걸쳐 해 지반에서 인공어 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기능은 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

지 못한다. 

  재까지 인공어  시설지반을 결정하기 한 지반조

건을 결정하기 해서는 지반 시료를 샘 링하여 해양학

에서 사용하는 입도분석 방법에 의하여 시료를 분석하여 

지반 종류를 악하는 수 에 머물고 있다(해양수산부, 

2004). 이러한 시료 분석 방법은 인공어 라는 해양구조

물이 시설되는 지반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경분석시스템(SediGraph 5100)을 

이용한 입도분석, 아터버그한계 등을 사용하여 지반시료

를 분석한 후 통일분류법(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에 의하여 지반의 조건을 분석하 다(Braj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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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를 하여 경상남도 해역의 20개소의 지반시료

에 하여 기존 해양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도분석 방

법으로 시료를 분석한 결과와 토목공학에서 사용하는 입

도 분석방법  아터버그한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한 결과를 비교하 다.

2.1 기존 분석방법

  해양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퇴 물 입도분석방법을 사

용하여 인공어  지반의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시

료를 샘 링한 후, 과산화수소(H2O2 ) 와 염산(HCI )을 사

용하여 유기물과 탄산염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

반시료에 포함된 패각류등을 부 제거하 다. 그 후 조

립퇴 물은 체분석을 통하여 입도를 분석하며, 세립퇴

물은 피페트법에 의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입

도분석방법에 의하여 시료를 분석한 후 입경이 2.0mm이

상인 것은 gravel, 0.0625mm~2.0mm는 sand, 0.004mm

~0.0625mm는 silt, 0.004mm이하는 clay로 분류한다(해양

수산부, 2004).

  이러한 입도 분류방법에 의하여 지반시료를 분류하여 

인공어  지반이 gravel, sand, silt, clay로 이루어졌는가

를 별하여 인공어  지반의 지 정에 사용하고 있다.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변화된 해양환경의 향으로 고 랑을 

동반한 태풍  폭풍해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

되고 있으며, 특히 지구온난화 등에 의한 해수온도의 상승은 

그의 강도를 증 시킨다. 여기서, 폭풍해일의 경우에 최 폭

풍해일고가 만조와 첩되면서 호안을 비롯한 해안구조물을 

월류하여 제내지에서 많은 인명손실과 극심한 재산피해를  

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내지내

의 범람구역의 정확한 추정  이를 통한 한 경보나 

책방안의 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 랑과 폭풍해일

을 고려한 월 량산정으로부터 월류량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제내지의 침수 상을 검토할 수 있는 이론  배경을 기술하

으며, 부산 역시 수 구 안리 지역에 용하 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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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지역에 하여 추산된 폭풍해일(김도삼, 2005)과 약최

고고조 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여 신심해설계  제

원(한국해양연구원, 2005)으로부터 SWAN모델에 의한 천해

랑을 산정하 다. 산정된 천해 랑을 상지역에서 용하여 

VOF법으로 월 량을 추정하 고, 이로부터 상지역 배후에 

있는 아 트단지내의 범람을 천수방정식으로 측하 다.

2. 이론  배경

2.1 천해 랑산정의 기본방정식

SWAN모델의 기본식은 식(1)과 같이 주어진다.

  
∂
∂t

N+
∂
∂X

CXN+
∂
∂Y

CYN +

              
∂
∂σ

CσN+
∂
∂θ

CθN =
S
σ

      (1)

연안역에서 고 랑과 폭풍해일을 고려한 침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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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natural disasters occur frequently by the typhoon and storm surge which accompany the water waves due to the 
global warming and the oceanic environment change. In the case of strorm surge, levee-break occured by the maximum storm surge 

height which is increased by combining with tide, and resulted in many loss of life and badly property damage in the inland. In this 

study the levee-break rate from the computation overtopping rate by consideration the water waves and the storm surge is estimated, 
from this the theoretic background which is able to investigate the flooding phenomenon in the inland is described and applied in 

Gwanganri suyeong-gu Busan.



1. 서    론

 
  최근들어 기상이변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3년 

9월 12일 만조시간 에 내습한 제 14호 태풍 매미는 만조 에 

해일고가 첩되어 지 까지 우리나라를 내습한 태풍  가장 

큰 피해를 남겼다. 태풍시의 고 랑과 이상조 에 의한 막 한 

연안재해를 감안하면 연안구조물 등의 설계시에 폭풍해일고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인 연안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0

년~2007년에 걸쳐 계획  시공 인 송도해수욕장을 상으로 

폭풍해일고를 고려한 신심해설계 (한국해양연구원, 2005.12)로

부터 VOF(Volume of Fluid)법과 SWAN Model을 용하여 

해수욕장 면에 설치된 잠제의 유․무에 따른 사빈상에서 

의 처오름변화를 검토하 다.

2. 해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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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WAN Model의 기 방정식

  SWAN Model의 기 방정식은 직교좌표계에 하여 식(1)과 

같이 주어진다.

  
∂
∂t

N+
∂
∂X

CXN+
∂
∂Y

CYN +
∂
∂σ

CσN+
∂
∂θ

CθN =
S
σ

                                                       (1)

  여기서, 좌변의 첫 번째 항은 동의 국소 인 시간변화를 

나타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은 동의 이류항을 나타낸다. 

네 번째 항은 수심과 흐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상 주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다섯 번째 항은 수심과 흐름으로 인한 

굴 에 의한 변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CX, CY는 각각 X, Y방

향의 속도(군속도)를, Cσ 와 Cθ는 σ와 θ공간에서의 

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우변의 항 S  (= S (σ, θ ) )는 랑스펙트

럼을 구성하는 성분 로 에 지 입출력을 나타내며 한 랑

의 생성, 소산  성분 간의 비선형상호작용에 의한 에 지

달을 포함한다.

잠제 설치에 따른 송도해수욕장 사빈상의 의 처오름 
변화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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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coastal structures for the protection of coastal region from severe incident waves. 

Among them, the submerged breakwater has been widely used as wave dissipator, sediment transport controller, non-block of the view of the 

landscape and circulation of sea water and so on. Beach fill as a shore-protection method are effective in dissipating wave energy, and when 
they remain in proper dimensions, beach fill act for protection the adjacent region. In this study, the design water level which are considered by 

based on both storm surge height and approx highest high water(App.H.H.W) is decided and then discussed a variation of elevation at the rear 

of submerged breakwater at Busan Songdo beach coast. In addition, wave runup is discussed at the end of sand beach according to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submerged breakwater as well as beach fill. SWAN Model is applied to evaluate shallow water waves and also, VOF 

Method is applied to evaluate a variation of elevation and wave runup. 



1. 서    론

   최근 국가산업의 발 과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부족한 

산업부지 확충과 새로운 건설부지 확보 차원에서 설․매립

된 인공지반 뿐만 아니라 해안 연약지반의 활용이 차 증가

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하구 일 의 연약지반 에 부산 신항

만 건설을 비롯한 규모 공사들이 실시되고 있다. 부산 인근

의 낙동강 하구 일 는 두터운 충 층이 약 70m 후의 두께

로 분포하는 심도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

역의 연약지반에 한 압 특성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연약 토는 일반 으로 정규압 역이나 과압 역에서 크

리 (creep) 거동, 비배수 상태에서 유효응력의 완화(relaxation), 

변형률 속도(strain rate)에 의존하는 비배수 단강도  선행압

하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간의존 인 거동특성을 나타낸다(김 등, 

1999). 한 토에 한 시간  변형률 속도의 향은 수십 년 동

안 연구되어 왔다(Taylor, 1942; Crawford, 1965; Bjerrum, 1967). 

Leroueil 등(1985)은 일차압  끝에서(MSLp) 혹은 24시간 후에

(MSL24) 재하 을 가하는 다단계 하 시험, 일정 변형률 속도시험

(constant rate of strain test, CRS), 동수경사제어시험(controlled 

gradient test, CGT), 크리 시험(long-term creep test)등을 통하여 

일차원 압  하에서 자연 토의 거동을 유효응력-변형률-변형률 

속도(σv  −  v − ˙ v)로 표 하 다. 응력-변형률-변형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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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Fig.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가지 요한 특성을 가진다. 첫

째, 선행압 하 은 재하  동안에 유발되는 변형률 속도에 의존

한다(Fig. 1a). 둘째, 다양한 변형률 속도에서 얻어진 응력-변형률곡

선은 선행압 하 에 해서 정규화되었을 때 유일(unique)하다

(Fig. 1b). 

  실험실(lab.)과 장(in-situ)에서 일반 으로 유발되는 변형률 

속도의 범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에서 유발되는 변형률 속도는 지반의 투수계수, 배수거리 등

과 련된 압 특성에 의존하며, 일반 으로 10-9/sec보다 작다. 

그러나 실내 시험시 유발되는 변형률 속도는 일반 으로 

10-7/sec보다 크다. 따라서 장과 실험실의 변형률 속도의 차

이는 평균 2-4계(order) 정도이다(Leroueil 등, 1996; 김, 2003). 

시간 의존 인 압 침하는 장 지반에서 유발되는 변형률 속

도에 의존하는 소성 거동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실험실에

서 구한 거동특성과 물성치를 바탕으로 실시공시 유발되는 

장 거동특성을 보다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실험실과 장 

거동사이의 변형률 속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부산 토 지반에 한 변형률 속도 의존 인 압 특성

을 우선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 신항만 건설지역에서 불교란 시

료를 채취하여 다양한 변형률 속도에 한 일정변형률 속도  

압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부산 토의 변형률 속도 

의존 인 압 특성을 분석하 다. 한, 해안 심도 연약지반의 

소성 거동 특성을 악하기 하여 연직  수평 배수의 일

정 변형률 압 시험과 표 압 시험을 실시하 고 단계 하  

재하 시험(incremental loading test)을 통해 부산 토의 장기압

해안 심도 연약지반의 소성 거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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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analyze viscopastic characteristics of thick soft Busan clay, a series of constant rate of 

strain(CRS) consolidation tests with different strain rate and incremental loading tests(ILT) for vertical and horizontal 
drainage were performed. From experimental test results on Busan clay, it was found that the preconsolidation pressure 
was dependent on the corresponding strain rate occurred during consolidation process. Also, consolidation curves 

normalized with respect to preconsolidation pressure gave a unique stress-strain curve.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estimated from CRS test had a tendency to converge to a certain value at normally consolidated range 
regardless of strain rate. A long-term conslolidation characteristic of Busan clay was also investigated from long-term 

oedometer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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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ield monitoring about change of profile and grasp effect of change of profile about 

external force argument of and so on do typhoon and construction. First, through field monitoring, it grasped change 

of coastline by typhoon. And it grasped tidal current by north breakwater construction and change of wave through a 

numerical simulation in Young-il bay. It could pigeonhole problem of change of profile by underwear typhoon attack 

and construction setup in Young-il bay. A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easonal change was unprepared as result that analyze change of profile through field monitoring. 

(2) It was expose that beach monitoring is no change before typhoon in north (No . More than 11) area Young-il 

bay, and effect of typhoon happened in southern(No . 3 ~ 10). Change of profile appeared by 62% variation of 

coastal line length is maximum and area that happen is Song-do beach northern(No . 5).

(3) Effect of wave by northern breakwater construction was expose that decrease to maximum 95% in Young-il bay. 

In case attacked wave of NE direction in a wave numerical simulation, Pohang breakwater that decrement of wave 

is high. This is judged by thing which is disappeared in northern breakwater that enter a company to Song-do 

beach  and Buk-bu beach.

1. 서    론

 

일반 으로 해빈(Beach)이란 연안환경(coastal environments)

에서 비고화되어 투수성과 유동성이 있는 사질과 자갈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태풍과 랑 등 해안에 끊임없이 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에서 해빈변화는 매우 유동 이고 랑에

지의 향에 따라 형태를 변화한다. 즉, 연안의 단단한 구조물

들은 외부 랑으로부터 향을 받고, 침식되고 있으나. 해빈

은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침식되지 않고 랑과 조화롭게 공존

하는 환경이다.

해빈지형변화의 요인은 크게 자연환경( 랑, 흐름, 태풍, 바

람 등)의 향과 사회환경(해역개발)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  사회환경의 경우 인간이 해역에 직  여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는 태풍과 같은 이벤트 인 자연환경 요인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해빈변형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역개발 등

의 인 인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해빈지형변형은 장기모니

터링을 통한 해빈의 형상학과 아울러 수리학  변동인자를 상

호 연 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만 해빈 변형에 한 장기 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신항 북방 제 건성등과 같은 주변 해

역의 구조물 설치에 따른 연안개발과 해빈변형의 상호 연 성

을 악하고자 하 다.

 2. 영일만 자연환경과 연안개발

 2.1 해역환경

   본 연구 상  일만은 북동방향으로 동해와 인 한 길이 

약 13km, 폭 약 10km, 수면  약 115㎢의 포켓형 내만이다. 만

입구 부근에서 수심 약 30m, 만내로 갈수록 수심이 얕아져 평

균수심이 25m이나, 만외수심은 약 200m이고, 외해로 갈수록 

수심경사가 매우 한 해 지형을 나타낸다. 

  2.1.1 기상조건

포항기상  10년간(기상청, 1992-2001)의 기온, 강우량, 증발

량, 바람 측자료를 사용하여 일만 자연환경 특성에 해 

살펴보기 해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강우량은 6～9월에 연

간 평균치 94.3mm를 상회하며, 8월에 211.2mm로 최 값을 나

타낸다. 한 증발량은 4～8월에 평균치 106.3mm를 과하며 

5월에 최  156.5mm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춘계에 강우량이 

으므로 습도가 낮고 이 기간동안 건조한 남서풍(SW)이 우세하



1. 서    론

 
  하구역의 퇴 환경은 주변 환경의 기후, 강우, 하천유량 등에 

따라서 육지로부터 공 되는 퇴 물의 양이 변동할 뿐만 아니

라, 주기 인 랑, 조석작용  하구의 지형  특성과 하구내

의 흐름 등에 따라 퇴 물의 이동  퇴 이 다양하고 복잡하

게 이루어 진다. 

  우리나라의 표 인 하구역 의 하나인 낙동강 하구역의 

지형은 재 하 도, 간석지, 사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 도는 

유로가 바 어서 생성된 지형으로서 명지도․을숙도가 이에 

해당되고 사주는 하 도의 면에 형성된 모래톱(shoal)으로

서, 진우도를 비롯하여 마등․장자도․새등(신자도)․백합

등․나무싯등․맹 머리등․도요등 등이 이에 해당되며 두 지

형사이를 간석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은 다양하

게 변화하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둑 건설 후 하구역의 사주들

이 활발히 바다쪽으로 진 발달하고 있다(부산 역시, 2004).  

 이  1916년에 생성된 진우도는 신호리의 남단에 발달한 사

주 으나 서낙동강의 녹산수문이 건설된 이후로 지형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진우도의 남쪽 면해역에 신자도로부터 

기원한 거 한 shoal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측되었다. 

  이러한 낙동강 하구역의 지형변화와 련하여 지질․지리학

 에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과 이(1980)가 낙동

강 하구지역에 분포하는 표층퇴 물의 입도분석과 물분석을 

통하여 사주군 퇴 물의 기원을 밝힌바 있다. 한, 반(1986)

은 낙동강 하구 연안사주지형에 하여 조사하고 가장 변화가 

심한 사주에 을 맞추어 퇴 물의 기원과 입도분석을 통한 

사주 지형의 형성기구를 고찰하 다. 최근에는 낙동강 하구지

역의 사질 함량(sand contents)은 하구둑이 건설된 후 그 함량

이 연안 사주지역을 벗어난 지역까지 증가하 는데, 그 원인

으로 니질 퇴 물 유입량 감소에 의한 사질토의 상 인 증

가, 담수 유출량의 격한 감소로 수력학  에 지 변화가 발

생하여 이 지역의 조류  연안류에 의한 사질 퇴 물의 이동 

등의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하, 2000). 

  한 해안공학  에서 지형변화원인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낙동강 하구둑 건설 의 경우에는 본류를 통해 유출된 토

사가 해안에서 해수와 혼합되어, 외해로 려 나갔으나 하구

둑 건설 이후에 홍수시와 간조시의 유출수가 해수와 격히 

만나게 되어 해수의 혼합, 즉 완충작용 없이 외해로 려 나

가게 되었고, 이는 만조시 다시 랑의 작용으로 인하여 하구 

지역으로 토사를 이동, 퇴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김, 

2000). 한, 류(2001)는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유사량에 의한 

퇴 원인은 하천수 유입  흐름과 조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 으며, 김(2003)은 실제 지형변화와 수치 실험의 결과를 분

석해 본 결과, 하구둑의 건설과 같은 인 인 요소 외에 해

낙동강 하구역 사주의 생성과 발달 특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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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kdong river estuary  located at the south-eastern coast of the Korea shows very unstable topographical changes due to the various 

uses of the wet-land area, and/or changes of interactions between enviroments: such as sediments, wave and current. A lot of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development of shoal and topographical changes under the base of long-term changes; Geology․geography and short-term 

changes; coastal process as sediment transport and topographical changes. No one ,however, discussed clearly the generation and development 

mechanism of the shoal and wet-land development behind the shoal.
The aim of the study is designated to clarify the mechanism of the gen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hoal in front of the beach face in relating 

with the new temporal scales. To get the goal, this study was carried out mainly by the field measurements on the changes of bottom topography and 

wave conditions around Jinudo where shoals is actively generating and developing in Nakdong river eatuary. To discuss the groval system, the 
macroscale changes of bottom topography in the estuary has been analyzed by using historical charts. Also, it would like to be discussed with initial 

generation condi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shoal.



1. 서    론

 
  낙동강 하류지역은 낮은 하상경사라는 지형 인 특성으로 인

해 조시 만조  때에는 염수의 유입으로 비롯되는 피해를 겪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통로와 매립에 의한 생

활권 확보라는 목 으로 낙동강 하구둑 공사가 계획되었고 1987

년 공사가 마무리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1988). 낙동강 하구둑의 건설은 건설의 목 으로 제시된 사항과 

하구둑 건설로 상되는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자연생태  가치 

훼손에 한 우려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진행되었다(반용부, 

1995).

  우리나라 표 인 감조하천인 낙동강 하구역(Fig. 1.)의 경우 

하구둑 건설 후, 담수 유출을 수문조작에 의하여 조 함으로써 

해수유입에 지와 담수 유출에 지의 평행상태 괴와 아울러 

퇴 환경 변화가 지속 으로 발생한 지역이며, 아울러 가덕도 

신항만 개발, 녹산/명지 택지조성 등 각종 산업시설  주거시

설 건설 등으로 해양환경변화가 상되는 지역이다(김 등, 

2001).

  윤(2005)은 낙동강 하구역을 상으로 하구지형의 변화를 고

찰하 고, 하구지형 변화에 미치는 해수유동특성을 악하기 

하여 2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무방류시, 홍수시의 낙동강 하

구둑 방류량을 입력하여 해수유동장을 재 하고, 사주사이의 단

면유량flux를 계산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퇴 환경 변화를 보이고 있는 낙

동강 하구주변에 해서 과거 낙동강 하구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수유동장을 재 하여 해수유동변화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 검

토하고자 한다.

Fig. 1. Study area in Nakdong river estuary.

2. 재료  방법

  2.1 낙동강 하구역의 지형변화

  낙동강 하구역의 사주는 크게 상류부의 하 도군(신호, 명지, 

을숙도 등)과 하류부의 사주군(진우도, 장자도, 백합등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사이에는 갯벌이 분포한다. 이와 같은 삼각주 말

단의 사주배열은 상류에서 운반된 토사가 연안류와 조류의 향

으로 차 말단부에 퇴 되어진 결과로, 갯벌은 낙동강 삼각주

의 하 도  사주 형성과정과 한 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낙동강 하구역의 지형형성 과정별 해수유동변화 수치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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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tidal current from changing topography model in Nakdong river estuary, Korea. To undetstand 

the effects of the tidal current circulation that influences estuarine topography changes, We used a 2D numerical model to map seawater 

circulation under three different situations, with the level of river flow being set as none or flood. The seawater circulation pattern over this 
large-scale area of tidal flats brings changes related to the quantity of the outflow from the Nakdong Ri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rized that flow amount of intertidal zones in 1972 much than 1995 in terms of flood river flow condition and Non-river flow condition,. 

therfore, We need to investigate current characteristics for areas between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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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주도는 크게 4 ~ 5회의 후기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

섬으로 암반층과 화산쇄설층이 반복 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암반층과 화산쇄설층은 부분 강도가 크

지 않고 리와 기공이 발달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모

래는 이러한 암반층과 화산쇄설층이 풍화되어 형성된 모래와, 

탄산염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패류에 의해 생성된 모래로 

구성되어 졌다.

  화산쇄설층에 의해 풍화된 모래는 기공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

며, 패류에 의해 생성된 모래는 입자가 가늘고 강도가 약하여 

규모의 해양구조물 시공 시 즉시침하와 더불어 장기침하가 우

려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 해안지역 모래에 해 본 연구에서는 성분분석을 

시행하 으며, 아울러 제주외항 지역의 모래에 해서는 역학  

특성 규명을 한 실험도 같이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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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beach sand in Cheju Island

2. 실    험

2.1 XRF 분석

  XRF 분석시험에서는 시료를 950도의 온도에서 태워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주도 16개 지역에 채취한 모래들의 XRF시

험 결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체 으로 패류에 

의한 탄산염(CaCO3)이 주성분인 모래와 화산쇄설층의 성분인 

SiO2가 주성분을 이루는 모래로 분류할 수 있다.

 제주 해안지역 모래의 특성에 한 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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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heju island's beach sands. Cheju Island is 

composed of volcanic stones including sedimentary rocks and basalts along with effusive rocks from the volcanoes. These volcanic stones 
and rocks have a lots of blow holes and joints inside particles. Beach sands  originated from these materials by through weathering have also the 

same feature.  Other beach sands made from shellfish also is presented at costal area in Cheju.  Thus, most  beach sands located in Cheju are 

composed of these two types of  sands with different mixing rate each other.  Considering the origin and  formation of Cheju beach sands, the 

settlement of foundation in  sand is expected  under working loads generated ocean structures such as breakwater and quay facilit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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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uided-waves-based mortar-filled steel pipe inspection is carried out through using EMAT (Electro Magnetic Acoustic Transducer) 

and Wavelet Transform. Possibly existing anomalies such as separation (or void) and inclusion are made in the fabricated mortar-filled steel 
pipes; these anomalies are inspected. Since guided waves have the long range inspection capability, EMAT has its own advantages over the 
conventional PZT (Piezoelectric Zirconate Titanate), and Wavelet Transform gives the multi-resolution on time-frequency domain results, the 

suggested technique gives an alternative way for inspecting mortar-filled steel pipes, which are popularly used for supporting marine structures 
such as piers, wharfs, moles, and dolphins. Through this study, it is shown that the suggested technique is promising for detecting the 
amounts of separations and inclusions.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verifying the benefits of 

EMATs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s) and CWT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for guided-waves-based 

mortar-filled steel pipes inspection. For the purpose, 

experiments using EMATs are carried out and signal 

analysis using CWT is conducted. 

  Relative works can be categorized in terms of sensors 

used or signal analysis adopted. However, first above all, 

the guided-waves-based nondestructive inspections should be 

introduced since EMATs are used for exciting and receiving 

the guided waves. An excellent review by Rose (2002) 

introduces why guided waves are so benefiting. He 

introduces several advantages of the guided waves. Among 

them, the most benefit is the long-range inspection 

capability. Especially for the long pipeline inspection, the 

merit is invaluable. So far, many works have been done for 

the guided-waves-based pipe-like structures inspections. 

However, the mortar-filled steel pipes, which are used for 

supporting superstructures along with concrete-filled steel 

pipes, have experienced few applications of the guided 

waves. 

  In terms of sensors, PZT (Piezoelectric Zirconate Titanate) 

has been widely used and it is the most popular, stable. It 

is a contact sensor. Currently, non-contact sensors such as 

EMAT, laser, and air-coupled become popular sinc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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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their own advantages over PZT. Thus, for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the sensor selection is 

wide; investigators can have more options.

  In terms of signal processing or analysis, the Fourier 

Transform experiences big challenges induced by Wavelet 

Transform. The authors believe the Fourier Transform is still 

the master of most engineering signal processing. However, 

the applications of Wavelet Transform increases even in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Lanza di Scalea and 

McNamara, 2004; Silva et al., 2003; Siqueira et al., 2004; and 

Sung et al., 2002).  

  Through this study, it is shown that the EMATs and 

CWT provide excellent tools for mortar-filled steel pipe 

inspection when guided waves are seeking the separations 

or inclusions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filling material 

(mortar) and the pipe (steel). Those anomalies are made for 

simulating the delamination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steel pipe and the inserted mortar. Total eight specimens are 

tested by the experiment setup employing EMATs, and the 

test results are analyzed through CWT. This work suggests 

an alternative way for the substructure inspection, when the 

mortar-filled steel pipes experience the secondary defects 

possibly due to corrosion, which is mainly caused by sea 

salt and deicing materials.

2. GUIDED WAVES

  Numerous inspection techniques have been available to 

pipes inspection. In recent years, investigators have 

developed guided wave techniques for inspecting large 



1. INTRODUCTION

   

 Among the various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s, 

ultrasonic has been widely used for several purposes since it 

is relatively simple and versatile (Achenbach 2000, Pan et al. 

1999). Physically, ultrasonic bulk waves travel in the bulk of 

material; but there are often interactions with boundaries by 

the way of reflection and refraction, and mode conversion 

occurs between longitudinal wave and shear wave. 

Superposition of those waves generates ultrasonic guided 

waves. Depending on boundary conditions, guided waves 

can be plate waves (or Lamb waves), cylindrical guided 

waves (or cylindrical Lamb waves), etc. In pipeline 

inspection, ultrasonic has a good advantage over other 

methods because ultrasonic waves can be utilized as 

cylindrical guided waves; these guided waves can propagate 

over a long distance (Rose et al. 2003). Because of the 

long-range inspection capabilit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o verify the benefits of the guided waves. Recently, 

the investigators in Imperial College (Aristégui et al. 2001, 

Lowe 1995, Pavlakovic and Lowe 2001, Pavlakovic et al. 

1997, Wilcox et al. 2001),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Rose 

1999, Rose et al. 1994a, 1994b, 2003),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Kwun et al. 1999, 2004), University of Arizona 

(Guo and Kundu 2000, 2001, Na and Kundu 2002a, 2002b), 

and others (Rose 2002) have contributed for developing 

guided waves techniques for pipelines inspection. 

  Unlike bulk waves, guided waves are dispersive, which 

means their acoustic characteristic such as phase veloc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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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uation are dependent upon wave frequency or number. 

In addition, there are infinite numbers of guided wave modes, 

which makes a problem more difficult. Thus, a careful mode 

selection for a specific inspection purpose should be carried 

out (Wilcox et al. 2001, Pan et al. 1999). For the mode 

selection, in general, fundamental modes such as longitudinal 

L(0,1), torsional T(0,1), and flexural F(1,1) mode have been 

considered to be important. However, other modes have been 

also carefully investigated for a particular application. It is 

shown that the second longitudinal mode L(0,2) at a 

frequency of about 70 kHz is attractive for a specific 

transducer system used to inspect chemical plant pipework 

(Alleyne and Cawley 1996). Kwun et al. (2004) chose torsional 

wave mode because it is almost dispersion free to the 

presence of liquid in the pipe. Other studies also show what 

modes should be selected for specific inspection purposes 

(Guo and Kundu 2001, Na and Kundu 2002a, Pan et al. 1999). 

In summary, the mode selection depends not only on 

inspection quality but also on long-range inspection capability. 

In other words, the selection of a particular mode should 

count on its sensitivity to the defects, which are sought and 

its ability to travel over long distances without significant 

energy loss (Rose et al. 1994b). Thus, the selection is a quite 

situation oriented procedure.

  The travel distance is mainly affected by guided wave 

attenuation. This property is important for estimating how 

long a specific guided wave mode propagates at a certain 

frequency. The estimation becomes extremely significant 

especially for spacing the axial interval of guided wave 

monitoring sensors (Na and Kundu 2002b). Thus, before 

embedding or installing the sensors into or on pipelines, the 

attenuation patterns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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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tenuations of fundamental longitudinal and flexural guided waves propagating liquid-filled steel pipes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Several liquids such as water, diesel oil, castor oil etc. are considered for the filing materials in the pipes. Sink is considered for 
numerical models for abandoning standing wave modes; hence, the attenuation dispersion curves become much simpler. Those atte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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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ylindrical Lamb waves-based ultrasonic nondestructive 

inspection has been carried out to inspect the integrity of 

pipelines (Rose et al. 1994, Alleyne and Cawley 1995, Chan 

and Cawley 1995, Cheng and Cheng 1999, Guo and Kundu 

2001, Na and Kundu 2002). For underwater pipeline 

inspection, Na and Kundu (2002) demonstrated how the 

Lamb waves-based inspection is efficiently used. They 

developed sensors and new transducer holder mechanisms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cylindrical guided waves 

through the pipelines. The remained part of the study is to 

identify what wave modes are propagated, received, and 

used for the inspection. Thus, total three different numerical 

models are considered to calculate phase velocity dispersion 

curves. These calculations are very significant for capturing 

the acoustic properties of cylindrical Lamb waves along with 

the calculations of group velocity and attenuation dispersion 

curves. By plotting the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 on the 

calculated phase velocity dispersion curves, which are 

obtained from the constructed models, wave modes 

identifications are made. Although those three models have 

different physical boundary and source conditions, a 

common observation is made from the analytical study. This 

study shows how the experimental points can be identified, 

and what kinds of wave modes should be used for 

cylindrical Lamb wave-based pipelin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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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VIOUS EXPERIMENTS

  The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 are briefly introduced 

here for understanding the cylindrical Lamb waves-based 

techniques. The detailed descriptions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Na and Kundu 2002). For the experiment, 

inclination angle and frequency sweep technique were used. 

In addition, two special transducer holders for transmitting 

guided waves were used as shown in Fig 1, some 

mechanical defects in underwater pipe were fabricated as 

shown in Fig 2, the experimental setup was designed as 

shown in Fig 3, and the obtained experimental results, V(f) 

curves, are shown in Fig 4, 5, and 6, respectively. 

RT
(a)

waterT R

bulk wave
guided wave(b)

spherical surface

conical surface

cylindrical surface

Fig. 1 Two types of transducer holders used in this research 

- (a) annular Plexiglas holder, and (b) annular holder 

without Plexig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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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석유․천연가스와 같은 에 지 자원고갈에 비하

기 해서 해 에 존재하고 있는 미래 에 지 자원(망간단괴, 가

스 수화물 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6,000m 

수심 이상의 심해에 륙 의 비틀림에 의해 자연 으로 생성되

는 열수 분출구 주변의 산자원과 서식하고 있는 고 생물  

희귀한 생물종에 한 유 자 연구가  세계 으로 활발히 추

진되고 있다. 한, 해난사고에 의해 좌 된 형선박에 한 조

사  회수작업, 해  이블 포설  리, 기뢰제거용 자율무

인잠수정(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등의 수 에서

의 탐사  작업에 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

가 수  음  통신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시간 해

양환경 모니터링에 한 연구가 선진 외국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박종원, 2006).

1.1 수  데이터 통신 분류

  수 에서 사용되는 통신은 크게 원과 신호 이블이 포함되

어 있는 테더(Tether) 이블과 이블에 의한 유선통신과 

음 를 이용한 무선통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 에서 유선통

신은 높은 송속도를 가지고 먼 거리의 데이터 송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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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먼 거리의 이블에 걸리는 해류 

 고압의 향으로 수 에서의 연구  작업을 하는데 이동성

의 한계를 갖는 단 이 존재한다. 그리고 수 에서의 무선통신

은 배터리를 내장한 시스템에 탑재되어 사용되며 이동성이 확보

되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송속도와 짧은 송거리의 

한계를 갖는다는 단 을 갖고 있다. 

1.2 수  데이터 통신을 한 음  특성

  일반 인 통신매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Optic Wave)

나 자 는 수 에서 거리에 따른 격한 신호 감쇠 상(Xavier 

Lurton, 2002)을 갖고 있어, 송거리가 수백 m의 범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의 수  통신에 있어 음 가 유일한 통신 

달매체로서 사용되고 있다. 

  수 에서 음 는 송거리와 주 수 특성간에 반비례의 

계를 가지고 있어 주 수가 높을수록 송거리가 짧아지고, 주

수가 낮을수록 송거리가 길어진다. 한편, 통신 시스템의 

송속도는 사용되는 주 수의 역폭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특성

을 갖고 있다. 따라서 먼 거리 송을 해서는 낮은 주 수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 송속도는 낮아지게 되어 수 에

서의 데이터 통신효율이 나빠지고, 높은 송속도를 얻기 해

서 높은 주 수를 사용하게 되면 송거리가 짧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Xavier Lurton, 2002). 

  송거리에 따라 제한되는 주 수 특성을 가지고 높은 송속

도를 얻기 해서는 심주 수를 심으로 수 에서 음  신

수 음향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   천해역 실험결과

박종원․임용곤․최 철․김승근․변성훈․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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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mplementation and it's real-sea test of an underwater acoustic data communication system, 

which allows the system to reduce complexity and increase robustness in time variant underwater environments. For easy adaptation to 

complicated and time-varying environments of the ocean, all-digital transmitter and receiver systems were implemented. For frame 
synchronization the CAZAC sequence was used, and QPSK modulation/ demodulation method with carrier frequency of 25kHz and a 

bandwidth of 5kHz were applied to generate 10kbps transmission rate including overhead. To improve transmission quality, we used 

several techniques and algorithms such as adaptive beamforming, adaptive equalizer, and convolution coding/Viterbi decoding. For the 
verification of the system performance, measurement of BER has been done in a very shallow water with depth of 4m at JangMok, 

Geoje. During the experiment, image data were successfully transmitted up to about 4.2km.



1. 서    론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에 한 활용도가 높아

지면서, 긴 시간 동안 넓은 해역에서 운용되는 자율 운항하는 

AUV의 항해 오차를 이고 정확한 치를 악하는 것은AUV

의 안  하고 효율 인 운용에 있어서 요한 문제가 되고 있

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미리 정해놓은 경로를 성 항

법 장치를 이용하여 항해하는 방법은 항해 시간이 길어지면 

성 항법 장치에서 발행하는 오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오차가 되어 AUV의 치에 하여 잘못된 정

보를 제공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Smith et al., 1997). 성 항

법 장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음향 장

치를 해 면 이나 모선에 장치하여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이나 

AUV가 운항  해수면으로 상승하여 GPS 정보를 이용하여 보

정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져 왔다 (이종무 등, 2003). 이러한 방법

들은 각각 해수면 노출로 인한 탐사 시간 장기화  복귀 어려

움  음향 장치 설치  회수에 한 어려움  운용 지역의 

넓이에 한 한계로 인하여 AUV의 넓은 해역에 한 지속 인 

해양 탐사 활동이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에 

한 안으로 외부에서의 도움이나 정보 없이 AUV 운용 해역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로 AUV 치를 악하는 방법으

로 제시된 방법이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 

기법이다. SLAM 기법의 목 은 고정되어 있는 AUV 운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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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지형지물 정보를 이용하여AUV의 치를 악하고 항해하

는 것이다(Smith et al., 1997). SLAM기법을 구 하기 해서는 

AUV와 물체의 치를 동시에 추정하여 하는데, 이를 하여 칼

만 필터(Kalman Filter)가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칼만 필터는 백

색 잡음 환경에서 선형화된 상태 방정식을 가지는 경우 가장 

합한 추정기법으로 인정되어왔다(Wehlch and Bishop, 2004). 비

선형식으로 표시되어지는 상태 방정식을 가진 system에 해서 

자코비안(Jacobian)을 이용하여 상태 방정식을 선형화하여 사용

하는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 역시 부분의 경

우에 해서 백색 잡음 환경 일 경우 최  추정 기법으로 여겨

지고 있다. SLAM을 AUV 용 시, AUV의 운동 방정식이 속도

와 서수각의 곱으로 표시되는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확장 

칼만 필터를 용할 때 선수각 오차가 추정 성능 결정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구나 인 수조 실험 시, 정 한 

gyro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선수각 오차에 하여 강인

한 추정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다. 확장 칼만 필터에서 사용되

어 지는 system state 사이의 물리  계(state constraints)을 이용

한다면, 선수각 오차의 향을 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tate constraints는 칼만 필터에 용하기 어려워 일반 으로 무

시되어져 왔다. 확장 칼만 필터 역시 이러한 계를 무시하여 

왔다 (Simon and Chia, 2002). 이러한 system state 사이의 물리  

계를 히 칼만 필터 구조에 용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

한 추정 결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만 필터에 system 

state 사이의 물리  계를 용하기 하여  물리  계가 있

는 system의 state  일부를 다른 계있는 state에 반 하고 삭

제함으로서 state constraints를 반  하는 기법 (W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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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 algorithm using state constraints with range sonar  

considering the change of heading angle in towing tank condition. SLAM  is one of the alternative navigation methods which doesn't uses the 
acoustic beacon or Global Position System (GPS), but measure the environment through which the vehicle is moving and has the aim to provide 

relative position by processing the measured data. SLAM using state constraints  can be robust to the error of heading  with maintaining O(1)  
computational complexity .  A technique for SLAM algorithm which uses multiple submpas with range sonars  is presented. The proposed SLAM 
algorithm has been tested by simulation for various conditions at towing tank for  two dimensional navigation under conditions that there are some 

objects in towing tank.



1. 서  론

심해  채 시스템(Deep Seabed Mining System)은 심해

면의 집 기(Miner), 양 과 양  펌  시스템(Lifting Pipe 

and Pumping System)  버퍼(Buffer), 해상의 채 선

(Surface Vessel)으로 구성된다. 특히, 심해  연약퇴 토양 

에서 작업하게 되는 집 시스템은 채 시스템의 타당성  채산

성을 결정하는 체시스템 에서 가장 핵심기술이다. 한 

체 채 시스템의 가장 하단의 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채 작업의 

운용 시 양 , 버퍼, 해상의 채 선 등 다른 부시스템의 동역

학  거동에 따른 간섭을 이겨내며 사 에 계획된 채  패턴 상

에서 속도로 망간단괴를 채집, 집 , 이송하여야 한다.

심해 면과  는 가장 근 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 괴의 정도가 가장 심각함과 동시에 환경친화  집

기술의 개발을 통한 채 작업에 따른 환경충격의 완화효과가 가

장 크게 나타나게 된다.

집 시스템은 크게 단괴채집장치와 해 면 주행장치의 두 시

스템으로 구성된다. 망간단괴 채집장치(Pick-up Device)는 심해

면 반액체층 내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를 기술 으로나 환

경 으로 히 분리하여 집 기 내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주

행장치는 시간당( 는 년간) 망간단괴 채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단괴 채집장치를 채 패턴에 따라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

는 주행성능과 조종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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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행장치 개발을 해서는 해  토양의 주행성

(Trafficability)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주행역학(Terramechanics) 에서의 실험설비  실험기법이 

요구된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심해  지반을 모사한 3차원 

토조  집  실험동 등의 실험 설비와 단강도 계측 장치 등

의 실험 장비를 통해 주행장치 설계와 성능 실험을 행하고 있

다. 채집장치에 있어 단괴채집효율 특성은 방과 후방 노즐의 

직경, 물 펌 를 통해서 노즐로 분사되는 공  유량, 단괴 채집

장치와 지면사이의 거리  채집속도 등의 변수와 한 상

계가 있다. 이것은 실증 실험을 통해서 이미 검증되었으며,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집장치가 설계되고 있다.

심해  채 시스템이 채산성을 가지려면 높은 집 효율과 안

성  강인성을 가진 우수한 집 기의 개발이 필수 이다. 특

히, 집 효율은 채집성능과 주행성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집

효율과 안 성을 높이기 해선 먼 , 집 기의 기본 설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장치들의 효

율성을 높이기 해선 제어․계측 시스템이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험집 기 

제어․계측 시스템의 설계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집 기 제

어․계측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개념 정립과, 이를 바

탕으로 합한 계측기와 인터페이스 장치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 기 제어  계측 항목을 

성능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에 한 개념을 정립한다. 이것에 의

해, 계측에 필요한 계측기 사양과 측정 범 가 결정된다. 끝으

로, 채 선과 심해  집 기 사이의 신호를 히 달해주는 

제어․계측 인터페이스 장치의 선정에 하여 설명한다.

심해  집 기의 제어․계측 시스템 설계
여태경*․최종수*․홍섭*․김형우*․박성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

Design of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for Deep-Sea Miner
Tae-Kyeong Yeu*, Jong-su Choi*, Sup Hong*, Hyung-Woo Kim* And Soung-Jea Park*

*Ocean Development System Laboratory, KORDI, Daejeon, Korea

KEY WORDS : Deep-Sea Miner 심해  집 기, Control and Monitoring 제어․계측, Real-time Embeded Controller 실시간 임베디드 

제어기, Manganese Nodule 망간단괴

ABSTRACT : Deep-sea miner system is one of important technology in the Deep Seabed mining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design of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for deep-sea miner. In miner, pick-up efficiency of manganese nodule can be maximized by the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under the optimal design. To design the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the mechanical structure and function of pick-up 

part, track part, crasher part, hydraulic actuators and electric power supply part are simplely explained. According to the major three-functions, 

pick-up, traveling and safety, items of control and monitoring are defined and the specification of sensors are determined. Finally, control and 

monitoring interface equipment which is composed of real time embeded controller, media converter, signal, video, digital input, analogue output 

and DAQ device are introduced.



1. 서    론

 
  음 를 이용한 수  무선통신 환경은 공기 의 통신에 비하

여 상 으로 사용하는 반송주 수가 매우 낮고(수십 kHz), 낮

은 반송주 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 송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역폭이 수 kHz로 매우 소하고, 반송주 수  가용 

역폭의 비가 공기 의 송환경에 비하여 매우 큰 역 신호 

특성을 가지며, 음 의 속도도 여러 가지 수 의 환경 라

미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약 1.5 km/s로 매우 느린 

 속도를 갖는다. 한, 수  환경에서 무선으로 정보신호 달

시 수  생물, 해 지형, 수면 상태  여러 수  환경 라미터

에 의해 매우 많은 다 경로가 발생하며, 해양의 변화에 의해 

음  송시 주 수가 조 씩 변하는 도 러 편이가 발생하는 

등 공기 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무선 송 채 환경을 갖는다 

(임용곤 등, 2005).

  이와같은 수  채  환경에서 음 를 이용한 송에서는 

상동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주 수를 사용하여 각각의 

주 수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하여 정보를 송하

고, 수신기에서는 각각의 주 수에 정합된 수신 필터 뱅크를 가

지고 있어 각각의 주 수성분의 에 지를 검출하여 가장 큰 에

지를 갖는 주 수 성분이 송된 것으로 단하는 FSK 

(Frequency Shift Keying) 송방식과 같이 송․수신기간 송 

신호의 상일치가 필요없는 비 상 동기방식 (non-coherent)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미국의 Woods Hole 해양연구소에서 PSK 

(Phase Shift Keying) 송 방식 등을 비롯한 동기 송방식

(coherent)에 하여 실험에 성공한 이후 역폭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동기 송방식에 한 연구가들의 심이 집 되었다 (D. 

Kilfoyle and A. Baggeroer, 2000).

  재 동기 상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200-20,000 bps사이

의 송율과 0.06-50 km 정도의 사용범 에서 제작되었으며(

송율과 송거리는 반비례함), 시스템의 복잡도를 낮추는 동시

에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한 연구가 진행 에 있다 (D. 

Kilfoyle and A. Baggeroer, 2000). 국내에서도 변조기법에 따른 

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 으며 (손근  등, 

2000), 송신 하이드로폰 어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 속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외형 등, 2002). 한, 한국해

양연구원에서는 DSP시스템을 이용하여 10,000 bps의 송속도

를 갖는 QPSK 송수신 시스템을 제작하 다 (임용곤 외, 2003).

  수  무선통신 시스템은 수 에 설치되어 동작되기 때문에 육

상의 원을 직  공 할 수 없어 배터리로부터 원을 공 받

는다. 한, 시스템 설치에 많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포설된 시스템은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하여 시

스템에서 소비하는 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소비

력을 최소화하기 하여 송수신시 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한 QPSK 

수  통신을 한 버스트 QPSK 송신기 설계

김승근․최 철․박종원․김시문․임용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기술연구본부

Design of An Burst QPSK Transmitter for Underwater 

Communications
Seung-Geun Kim*, Youngchol Choi, Jongwin Park, Sea-Moon Kim AND Yong-Kon Lim

Ocean System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KORDI, Daejon, Korea

KEY WORDS: Transmitter 송신기, Modulator 변조기, PSF 펄스성형필터, QPSK, Underwater Communication 수 통신, Burst 버스트

ABSTRACT: Since the underwater communication system is deployed under the water and far from the ground, it is generally operated with 
built-in battery. To extend the operation time, low power consumption is essential. So that, we adopt the burst transmission scheme and design 

the frame structure for burst QPSK transmission. Also, in the paper, we represent three design schemes of pulse-shaping filter of QPSK 

modulator for underwater communications; which are direct scheme, sub-filtered scheme, and look-up table based scheme. Among them, the 
look-up table based scheme needs the smallest number of operations for pulse-shaping filtering because it require only the number of samples per 

symbol of look-up table reading to generate pulse-shaping filtered signal for one transmitting symbol. Furthermore, if the symbol duration is an 

integer multiple of the period of carrier and the look-up table based scheme is used, the pulse-shaping filtering and digital mixing can be 
performed at the same time by pre-computing the results of pulse shaping and mixing according to the all combination of symbol sequence and 

then storing the results to the look-up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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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해는 일본, 한반도, 그리고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연해

로서 반 폐쇄 인 성격을 띠며 약 40° N를 따라 극 선이 형

성되어 있다. 이러한 극 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한랭 해수가 

남쪽에는 온난한 해수가 자리하고 있다. 한랭 해수의 순환은 

반시계방향의 순환류를 이루고 있으며, 동향하지 않는 일부의 

동한난류(EKWC)는 울릉분지 내에서 시계방향의 소용돌이를 

형성한다. 러시아 연안을 따라 남서쪽으로 향하는 리만한류와 

그 뒤를 따라 한반도 북쪽에서 남으로 향하는 북한한류

(NKCW)가 존재한다.

  1991년~1993년에 걸쳐 한국과학재단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

해 동해연안해역에서 북한한류의 특성인 염 · 고용존산소의 

수괴가 발견되었다. 한 이들 조사는 당시의 조사 해역이 좁

은 범 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진 근해 해역에서 남하하는 북한

한류수와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서로 교차하는 것을 밝 냄으

로써 북한한류의 남하에 있어 이 해역이 가지는 요성을 상

기시켰다. 

  Na 등(1991)에 따르면 동해는 동해 남서해역( 한해 -포항)

과 동해 서부해역(포항-속 )로 구분 가능하다. 동해 남서해

역은 한해 을 통하여 유입되는 마난류수의 계  변동

성과 이의 분지설  사행설 등에 하여 많은 연구가 집 된 

해역이다. 동해 서부 해역은 연안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발달

하는 수온 선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며, 수온 선의 연안쪽에 

분포하는 냉수 는 북한 한류수가 남하한 것이다(Park, 1978). 

한 북한한류는 100m 등수심선을 따라 남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An, 1974). 하지만 동해 북부해역은 최근 심층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심해역으로서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타 해역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해양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 해양의 흐름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

한 요소인 만큼 당 해역의 해류 특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해 북부 연안의 해류특성을 악하

기 한 기  연구로서 심층수 취 · 배수 해역을 심으로 

CTD 측을 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괴분석을 실시하 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형류 방정식(이하 GC Eq.)  Net Flux 

산정을 통해 해류특성을 해석하 다.

2. 자료  방법

2.1 수괴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 연구센터에서 실

시한 2004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CTD 자료  Fig 1.1

의 St. 1(38°22′N, 128°38′E)과 St. 2(38°19′N, 128°38′E)에

서의 수온 · 염분 자료를 기 로 수괴분석을 실시하 다. 

지형류 방정식을 이용한 동해 북부 연안의 해류 특성 해석

이인철*, 오유진*, 윤석진*, 김 주**
*부경 학교 해양공학과

**한국해양연구원 심층수 연구센터

Analysis of Current Characteristics at the Northern Part of East Sea 
by the Geostrophic Current Equation

IN-CHEOL LEE*, YOO-JIHN OH*, SEOK-JIN YOON* AND HEON-JU KIM**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cean Development System Laboratory, KORDI, Daejeon, Korea

KEY WORDS: Geostrophic Current Equation, North part of East sea, NKCW, EKWC, Net Flux, Relative velocity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characteristics at the northern part of East sea, Korea, during April, 2004~January, 
2005. We carried out studies as follows ; 1) Water mass analysis by observed CTD data, 2) Calculation of the geostrophic current 

equation(hereafter GC Eq.) by using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3) Calculation of Net Flux considered East Korean Warm Current(hereafter 

EKWC) and North Korean Cold Water(hereafter NKCW) by relative velocities seasonally. Water Temperature was regular at lowyer 65m depths 
and salinity was regular at lowyer 100m depths, respectively. NKCW appeared at surface in October~November. The relative velocity was the 

maximum of 20~50m/s at lowyer 20~60m depth. The seasonal Net Flux had northward current over all but it influenced southward current at 

surface in Winter. The Net Flux was the maximum Flux of 3,000m
2
/s at depth ofs 100m. EKWC was strongly in Summer and NKCW was 

strongly in Winter. At lowyer 100m depths, there was few velocity but appeared the maximum Net Flux. It will be guessed that it is effected 

by the East Sea propal water.



1. 서    론

  소 은 인간이 생존하기 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 자

원이며, 이를 구하기 한 노력은 아주 오래 부터 이루어져

왔고 지 도 계속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생활수 의 향

상과 함께 성인병, 퇴행성질환, 사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발

맞추어 약물에 의한 치료 못지않게 질병의 방  치료 효

능을 갖는 기능성 식품에 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건강을 우

선시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좋은 소 에 한 욕구가 강해

지고 있다. 

  재, 소 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식용 소

은 KS규격에 따라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구분되고, 정제염은 

다시 기계 으로 량생산되는 기계염과 가열공정을 거친 가

공염(구운소 , 볶은소 , 생 , 죽염)으로 구분되며, 외국에서 

수입된 암염 등이 있다 (문덕수 등, 2006). 소 의 제조와 그 

특성에 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여 돌소 의 생산구조 (Jeong, 

1998)와 정제염에 한 연구, 소 종류별 무기물 조성 (Jo and 

Shin, 1998), 속 함량 (Park et al., 2000; Hwang, 1988), 

외형구조에 한 부분 인 연구 (Ha and Park, 1998) 등이 있

을 뿐이다. 천일염의 경우 해양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연안 

오염요인이 증가하여 소 에서 속과 같은 유해물질 오염

의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Hwang, 1988; Hong et al., 

1996).

  정제염의 경우 Ca과 Mg 같은 미네랄을 거의 함유하지 못하

는 문제 (Park et al., 1987) 등이 제기되고 있다. 

  미네랄의 표 인 공 원이라 할 수 있는 해조류는 육상식

물보다 다종다량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Nisizawa et 

al., 1987; Indegaard et al., 1991), 특히 해조류는 해수 에 있

는 미네랄  특정원소를 선택해서 축 하는 성질이 있기 때

문에 조체 성장  생명유지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다 

(Yamamoto, 1984). 미네랄 가운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와 치

아의 형성  유지, 칼륨과 나트륨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조 , 

철은 산소운반, 인은 에 지 사와 효소의 활성화 등 인체에 

매우 요한 생리기능을 담당하는 불가결한 물질로 부족 시에

는 장애를 래한다 (McCarron, 1985; Committe on Diet & 

Health, 1989).

 해양심층수는 태양 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

은 곳에 존재하여 연  안정된 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기

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다. 한 해양식물의 생장에 필수

인 양염류가 풍부하고 미네랄 조성이 양호한 무한정의 해

수자원이다. 이러한 심층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일본, 미국 등

에서는 에 지, 식품, 담수화, 수산업,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

해조류를 이용한 해수소  제조기법  성분분석

이승원․김 주․문덕수․정동호․최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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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we have developed a manufacturing process for seawater salt by horizontal spray drying 

technique using the deep ocean water and seaweed(sea tangle). Deep ocean water, strong acidic electrolyzed water and strong 
alkaline electrolyzed water was used as extraction solvent of seaweed. Sodium content in seaweed extract solution by strong 

alkaline electrolyzed water was 1.63(mg/g), which was 3.5 times lower than of seaweed extract by strong acidic electrolyzed water. 

Major mineral content(Na, K, Ca) in seawater salt by deep ocean water were higher than strong acidic electrolyzed water and 
strong alkaline electrolyzed water. On the contrary, Mg content in seawater salt salt by deep ocean water were lower than 

strong acidic electrolyzed water and strong alkaline electrolyzed water. We thought that these result of seawater salt using 

seaweed that there was possibility of low-salt product and salt product with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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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 들어서 폭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국과 인도

는 세계 자원소비의 블랙홀이라 불리며 국제 자원시장의 수 불

균형을 래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 구축을 해 필수 인 철

강, 구리, 망간 등 략 속자원의 폭발  수요 증가에 따라 망

간단괴와 같이 구리 함량이 높은 심해  물자원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연구 분석이 나오고 있다(Yamazaki, 2005).

  1980년 까지 심해  망간단괴의 상용화를 한 활발한 기술

개발에 투자 이후 망  태도를 취하여온 선진국들이 미국과 

랑스 등을 비롯하여 다시 심해  물자원 활용에 하여 

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동안 구등록을 유보하여 왔던 독일이 

지난 2005년 10월 태평양 클라리온-클립퍼톤 해역에 심해  

구를 새롭게 등록하 다. 한편, 한국, 국, 인도 등 후발 투자국

들의 지속 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선진국과 후발국간의 기술격

차가 차로 좁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기술

개발의 진 으로 인해 심해  업의 실 은 더욱 가까운 장래

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겠다.

  수심 5,000m 심해  구 퇴 물 표층에 산재되어 있는 망간

단괴를 상업 으로 개발하기 한 방법 에는 Fig. 1의 “연속

 채 (continuous mining)” 방법의 기술  타당성이 가장 높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 자 홍섭 연락처: 역시 유성구 장동 171 해양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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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면에서 작업하는 심해  집 시스템은 해 면「주행」, 

물단괴의 「채집」, 양 공정을 한 버퍼까지의 「송츨」등 

서로 상이한 다분야 복합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 에서도 심

해  구의 효과  개발을 해서 최우선 필요한 것은 해 면 

주행성능이 우수한 집 기 차량이다. 

Fig. 1 Continuous mining of deep-seabed manganese nodules

  심해  퇴 토양은 착력이 높고 지반강도가 매우 취약하고 

심해  물자원 집 기술 실험연구를 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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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research facility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self-propelled nodule collector for deep-seabed 

mineral resources is established. Because the nodule collecting operation consists of three different sub-operations, i.e. driving on the seafloor, 

picking-up the nodules from sediment layer and disposing the nodules through a flexible conduit, it is in principle impossible to investigate the 
integrated performance of the collector by means of a scaled model test technique. The design requirements and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xperimental research facility, Research Lab for Deep-Sea Mineral Resources Collecting Technology (DMCT_Lab), are introduced.



   1. 서 론

국내 최 로 해양심층수를 취수하기 한 취, ,배수

시설 공사가 강원도 고성군 오호리 해역에서 진행되었

다. 고성군 오호리 해역은 국내에서 가장 단 거리에서 

해양심층수 자원을 취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양심층

수 자원의 안정성, 온성, 청정성, 부 양성 등의 특징

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 김 주). 고성

군 오호리 해역에서 수심 200m 이상 해 에 존재하는 

해양심층수를 육상까지 안 하게 이송하기 해서는 

이 라인의 설치를 통한 방법이 경제 인 것으로 알려

졌다. 

해양심층수를 이송하기 한 취수 은 설치해역의 

해양외력환경, 해 지형  질, 항행  어로조건, 취

수 의 종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자원  특성에 악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강화

된 유연 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나 특수  제작비

용 등에 의한 경제  문제와 제작 가능한 의 규모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취, ,배수시설은 취수구, 취수

, 취수펌   Pit, 육상 수   수시설 등으로 

이루어진다. 취수구는 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흡입구

가 항상 바닥으로부터 떠 있을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취수 은 심층수의 유용한 자원  특성인 수질을 보존

한 채 수 ㎞ 떨어진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로이다. 취수펌  설비는 흡입양정의 극복을 해 자유

수면 이하까지 피트를 서 자연유하식이나 펌 취수식

으로 하고, 육상 수 은 취수펌 로부터 육상의 이용

복합공법에 

의한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건설

정동호 김현주 문덕수 맹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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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ybrid Instal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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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Deep Ocean Water 해양심층수 Hybrid Installation Method 복합부설공법, 
Bottom Pulling Method 해저면풀링공법, Surface Tow Method 해수면예인공법, Laying Method 부설공법 

요약문  : 국내 최 의 육상형 해양심층수 개발시스템이  건설되었다. 수심 300m와 500m로부터 해양심층수를 취수

하기  하여 해 면  혹은 아래에 이 라인을 부설하 으며,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해 면 인법, 해

수면  인법, 부선선법 등을 복합 으로 용하여 부설하 다. 취수 의 끝단은 항상 해 면으로부터 5m 이상 치

할  수 있도록 취수구 구조물을 설치하여 청정한  해양심층수가 유입되도록 하 다. 배수시설은 해조장 조성을 하

여  수심 7m 지 의 암반 에 설치되었으며, 정온해역 상태를 선택하여 해수면 인법에 의하여 부설되었다. 취수

을  통해 유입된 해양심층수는 사이펀 원리에 기 하여 자연낙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펌 피트를  DL 

(-) 4.8 깊이에 건설하 다. 재 취, ,배수시설은 시운  이며 1000 ton/day 이상의 해양심층수를 안정 으로 취

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개발을 한 건설 기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ACT : The construction for Deep ocean water development in land-based system was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HDPE(hig density polyethylene) pipe reinforced with wire rope or steep pipe 

under or on the seabed was installed in order to intake DOW at the water depth of 300m and 500m by hybrid 

installation method which the bottom pulling method in shallow water and surface tow method and laying ship 

method in deep water were mixed. The intake point of pipeline can be kept up at the 5m above seabed in 

order to intake fresh DOW with a intake frame structure. The pipeline for discharged DOW including even 

nutrition was installed with the surface tow method. The pump pit was constructed at the DL (-) 4.8 depth for 

a natural head of water. It is on a trial operation for stable pumping, and 1000 ton/day of DOW can be intake 

with the develop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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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ocean water (DOW), which is plentiful in the East sea, can be defined as clean, 

nutrient-rich and cold seawater. Owing to distance from the position of deep seawater to land 

is various not only closer than 5 km but also further than 5 km, the choice of reasonable 

planning model with each development method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has evaluated economical feasibility of land-based type development for near 

shore deep seawater and floating type development for offshore deep seawater. Both 

development methods seems to be feasible to revive coastal zone. And we discussed bes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methods from reflecting their merit and demerit.

1. 서 론

  해양심층수는 국민 생존필수자원인 식수, 식

량, 에 지의 안정  확보와 환경 개선을 한 

종합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으며, 이를 한 다목  개발  다단계 이용

이 다각 으로 검토되어 왔다.

  동해에는 해양심층수 자원이 동해고유수로서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기 한 

자원탐사를 거쳐 개발-이용- 리를 한 기술개

발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일반 으로 수심 200m 이상에 

존재하는 바닷물이며, 이를 만족하여 청정한 해

양수자원이 육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부존하는 

경우와 먼 거리에 부존하는 경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정한 개발  이용 계획을 수

립해 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는 육지로부터 가까운 근해심층수와 육

지로부터 먼 외해심층수에 한 개발방향을 살

펴보고, 각각에 한 타당성을 경제성 평가를 

심으로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2. 자원  특성  활용 방안

  해양 심층수는 태양 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하여 연  안정된 

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균, 병원균 등의 

유기물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해양식물의 생장

에 필수 인 양염류나 미네랄 등의 무기물은 

풍부한 해수자원이다. 즉, 해양 심층수는 온성, 

청정성, 안정성, 부 양성, 미네랄성 등의 특징을 



1. 서    론

 
  심층수는 온성, 청정성, 부 양성  미네랄성 등의 특성

을 가진 유용한 해양자원으로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용하

기 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심층수를 육상

이나 해양에서 직  이용하거나 육상에서 유용화한 후 량의 

심층수를 다시 연안해역으로 방류/배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온의 심층수가 해양으로 방류될 경우 사업해역의 

수온이 감소하게 되는데 어류들은 격한 온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는 어획량의 감소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수온 변화를 측하고 이를 능동 으로 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 심층수가 가진 청정성과 부 양성을 극

으로 재활용하여 방류시설의 인근 해역의 비옥화를 통한 기

생산력 증 와 수산자원의 증강을 해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심층수의 산업자원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심층수의 량배

수가 연안해역의 유해성 식물성 랑크톤의 군집과 증식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深見, 2002)가 수행되고 있어 심층수의 

재활용 방안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하여 심이 주목되고 있

어, 심층수 방류가 해역비옥화라는 순기능이외에 생태계에 미

치는 역기능에 해서도 정량 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를 해서는 육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유량  오염부

하량의 해석과 심층수 방류가 해역환경에 미치는 물리환경  

변화(해수유동의 변화, 연직확산․혼합과정 등)  수질․생태

계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측․평가시스템의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이 등,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수의 취수이용 후 해양방류시, 방

류해역의 환경용량 평가 생태계 모델링  심층수 취수/방류의 

정 사업용량 평가기법의 개발과 심층수 사업해역의 환경변화 

측 모델링/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의 기  연구로서 1) 해수

유동  수온/염분 확산 측 수치실험, 2) 물질순환 측 생태

계모델링 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2. 자료  방법

2.1 3차원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

  본 해수유동 수치모형은 정수압․부시네스크 근사를 가정한 

3차원 Navier-Stokes 운동량방정식과 연속식, 수온과 염분의 

이류확산방정식  해수의 도와 수온․염분을 련시킨 상

동해 심층수 사업해역의 물질순환 변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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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basic study for establishing a influence forecasting/estimating model, used for deep sea water discharge to the ocean,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follows : 1) Numerical modeling of tidal current and water temperature/salinity diffusion, 2) Numerical 

prediction of nutrient circulation by SWEM model. The calculated results of the tidal currents by the numerical model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ed currents, and SWEM simulated reasonably well the concentration of water quality such as COD, T-N and  

T-P. According to the simulation of temperature diffusion at the developing region of deep sea water in east sea, it was predicted that 

temperature decreased about 1℃ centering around discharging point with 20,000 ton/day discharge condition of DSW, the maximum 

area is about 0.3 km east and west, about 1.0 km north and south. And as the result of numerical prediction of nutrient circulation 

concentration of COD, T-N and T-P was increased, increased and decreased by discharged deep sea water, respectively.



1. 서    론

 

해양심층수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만 해양자원학  측면에서 일본 수산심층수 의회는 

“해양심층수는 합성에 의한 유기물 생성이 일어나지 

않고 분해가 탁월하며, 겨울철 해수의 연직 혼합작용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이하에 있는 해수”라고 정의하 다.  

동해고유수 (East Sea Proper water)는 태양 이 도달하

지 않는 수심 300 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하여 연  

안정된 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균, 병원균 등의 유

기물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해양식물의 생장에 필수

인 양염류나 미네랄 등의 무기물이 풍부한 해수자원이

다 (豊田孝義, 1999).

  동해고유수는 해양심층수의 자원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품  해수자원인 것으로 밝 지고 있으며, 2000년

부터 자원의 안정성에 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

해양심층수 자원으로서의 동해고유수 분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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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동해 심층수의 자원  안 성을 악하기 하여 동해 연안해역에 한 해양조사  수질분석이 수행되었다.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계 으로 수괴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해양심층수 자원  수질특성의 

시공간  변동이 분석  비교되었다.  해양심층수의 안정  공 을 해 필요한 취수 수심의 결정을 해 계 별 수온  염분

의 연직분포와 수괴분석에 한 조사해석이 고찰되었다.  

  동해 연안해역의 표층수는 겨울철에 북한한류의 향이 크고, 여름철에는 쓰시마난류의 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쓰시마 난류의 세력이 커지는 여름철에  난류성 와류가 극 선역에 많이 형성된다.  이러한 와류는 수온의 수직 분포에 향

을 미치지만 수심 300미터이내 한정되어 나타난다.  300미터 이하의 동해고유수는 표층수의 향을 받지 않고 연  1 ℃ 이하

의 온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ABSTACT : Oceanographic observation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deep ocean water in the East Sea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eep sea water in the East Sea.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water masses were discussed from survey of the study area including the coastal sea 

in the East Sea. 

  Surface water mass in coastal sea in the East Sea is governed by Korean Cold surface water in winter 

and affected by Tushima warm current in summer.  Especially in summer when the Tsushima warm 

current become strong, warm eddies are frequently formed in the polar front.  These warm eddies have 

effect on the vertical profiles of water temperature, but its influence is limited within water depth of 300 

meter.  The East Sea Proper Water existed below water depth of 300 meter have water stability of low 

temperature less than 1 ℃ without influence of warm eddy



1. 서    론

  연구 상 해역인 한반도 남해 부에 치한 섬진강 

하구역은 국내 5  강의 하나인 섬진강의 담수가 해양으

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연안역이다. 섬진강 하구

역은 양만과 하면서 섬진강 하류일 와 양만이 하

나의 활한 연안수역을 형성하고 있다. 섬진강 하구역에

서는 하구역에 인 한 단  산업단지(POSCO, 여수국

가산업단지, 양 콘테이  터미 , 하동화력발 소 등)와 

도시( 양시, 여수시)에서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다량 배

출되고 있다(이 등, 2001). 유역면 이 4,897㎢인 섬진강은 

연간 약 25억 8천만톤의 담수가 흘러나오고 있고(김, 

1968), 섬진강 하구 입구의 조석은 반일주조로 평균 조

차는 260cm이며, 최강 조석류 유속은 양만 앙부에서 

50 ~ 80cm/s이다(권 등, 2004). 수심은 내만의 서측과 북

측이 체로 5m 이하이고, 동측의 노량수도와 남동측의 

여수해만과 이어지는 수로는 20m 이상이다. 만 앙부의 

묘도 북측과 남측의 수로는 10m 이상의 수심이며, 섬진

강  수어천과 연결된 북측 하구역의 해 경사는 상

으로 큰 편이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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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하계와 동계 수온  염분의 장 측

을 통해 양만으로 유입되는 섬진강 하천유출수와 하구

역에 인 한 단  산업단지에서의 온배수에 의한 섬진

강 하구역의 수괴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Fig.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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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uring Summer and Winter in 

Seomjin River estuary executed to grasp in July 2005 and February 2006. The distribu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uring 

the spring tide in Summer and Winter show well the tide and thermal effluents effect to the expansion of Seomjin River discharges.



1. 서    론

 
  연구해역인 양만은 넓이가 약 200km2이고 동서 간 길이가 

27km, 남북 간 길이는 약 15km로서 양, 하동, 남해  여수 

등에 둘러싸인 폐쇄성 내만이다. 만의 동북부에는 노량수도를 

통하여 진주만과 이어지고 남동부에는 폭 약 3.2km의 여수수도

를 통하여 외해와 연결되어 있다. 한 만의 북쪽에 있는 섬진

강을 통하여 연간 25억 8천만 톤의 담수가 만내에 유입하고 있

으며, 만의 앙  북부에는 묘도, 태인도 등 작은 섬들이 산재

하며(박, 1984), 하동화력, 포스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치하

여 온배수 등을 배출하고 있다(Fig. 1). 이러한 해역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를 효율 으로 악하기 한 방안으로 원격탐사

기법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Landsat ETM+ 의 열 외선 밴드를 

이용하여 양만내 표층수온의 분포특성을 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자료  방법
2.1 자료

  양만의 표층수온분포 특성을 악하기 하여, 계 별의 

Landsat ETM+ 상을 사용하 으나, 사용가능한 하계의 

상을 획득할 수 없어 ASTER 상을 사용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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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tellite image data

Date Satellite Band

Aug. 14, 2003 ASTER 13

Nov. 25, 2003 Landsat ETM+ 61, 62

Feb. 29, 2004 Landsat ETM+ 61, 62

Apr. 17, 2004 Landsat ETM+ 61, 62
  

Fig.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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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omjin River and Hadong Power Station on the south coast of Korea discharges fresh and warm water affecting coastal 

ecology, respectively. The spatial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of plume discharges of fresh and warm water are reported from a time series of 
real-time monitoring and thermal infrared data from Landsat ETM+ during one year(2003-2004). These data demonstrated the general pattern 

and expansion of the plume discharges using the image analysis of Landsat ETM+ in Gwangyang Bay. As a results, warm region was formed 

at three parts in Gwangya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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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 잠제에 의한 불규칙파랑의 특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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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기, 김동현, 장성규, 장상길

P06.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확률신경망 능동제어
김두기, 장성규, 김동현, 김상훈

P07. 발전소 배수로에서의 거품저감 방안 연구
김창일, 오 민

P08. 곰소만 주변해역에 대한 수치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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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부산신항 P.B.D 간격별 시공사례 비교
Comparison with Construction results of different P.B.D pitchs

at the Pusan New Port Project Site in Korea

양상용1, 변기준2, 정종범3

Sang-Yong Yang1, Gi-jun Byun2, and Jong-bum Jung3

부산신항 1단계는 북컨테이  터미  총 13선석  9선석 구간에 해당되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해역에 치하고 있고 공사규모로는 컨테이  터미 인 안벽( 이슨식)  컨테이

 야드부 3.2km x 600m와 소형선 부두 600m x 50m, 컨테이  운 에 련된 건축과 기통신공사 등

이 있다. 부산민자부두에 가능한 선석수는 5만 DWT 이 정박할 수 있는 9선석이며, 수심은 
DL.(-)16.0m와 17.0m로 되어있다.
부산신항 1단계에서 가장 요한 공사  하나인 컨테이  치장 연약지반 개량공법으로 용되고 

있는 P.B.D공법은 2002년 8월에 착수하여 지 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P.B.D 타설심도는 짧게는 25m에
서 깊게는 48m이며, 타설간격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방형배치를 기본으로 한 1.0m, 1.2m, 
1.5m이다. 본 공사의 지반개량기 이 되는 압 도 90%, 1차압 에 한 잔류침하량 10cm를 만족하는 
P.B.D 타설간격별 지반개량기간은 P.B.D 1.5m인 경우에는 약 15개월, P.B.D 1.2m인 경우에는 약 13개
월, P.B.D 1.0m인 경우에는 약 8.5개월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P.B.D 타설간격이 단축됨에 따라 지반개
량기간의 단축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B.D 개량공사에 사용된 타설장비는 게는 8
에서 많게는 12 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P.B.D 타설은 펌 설선을 이용하여 모래를 DL.(+)3.0m까지 
매립을 완료한 후 매립모래 상단에서 타설되었다. 

그림 1. 부산민자 P.B.D 시공평면도

1 삼성물산 건설부문 장소장, 공학석사

2 삼성물산 건설부문 설계 장, 공학사

3 삼성물산 건설부문 설계과장,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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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KOCED 해양환경시뮬레이션실험시설의 기본설계 및 운영개요
Basic Design and Operation Concept of the KOCED ECOES

정  만1, 박일흠2, 김태호3, 김재민4

Mahn Chung1, Il Heum Park2, Tae Ho Kim3, and Jae Min Kim4

건설교통부는 건설분야의 국제 경쟁력과 설계기술의 질   양  향상을 해 기반이 되는 KOCED 
(Korea Construction Engineering Development) Collaboratory Program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재 진행 
에 있다. 이 사업의 6개 실험시설 의 하나인 해양환경시뮬 이션실험센터(ECOES; Experiment 

Center for Ocean Environment Simulation)는 연안․항만건설 분야의 국제 인 경쟁력 확보를 한 R&D 
강화와 장교육의 강화를 해서 실험시설의 설치가 추진되었다.
건설신기술 창출과 교육 컨텐츠 개발에 가장 합한 첨단실험시설 구축과 쾌 한 연구환경 확보  

Grid System과의 연계성 극 화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본 실험시설 기본설계의 구축방향을 결정하 고, 
실험시설은 2차원 조 수조군( 형, 형, 미니), 3차원 조 수조, 3차원 조석수조  각종 계측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IT 기술과 목한 첨단장비 활용차원에서 Wireless 고계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

다. 한, 이 실험시설의 최종목표는 경제 , 친환경 인 해안공간 확보기술을 개발하며, 연안개발과 련
하여 장성 있는 실험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차세  기술자와 설계자를 양성하고, 지역의 
련산업 발 과 지속가능한 해역환경 창조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그림 1. 실험시설의 공간배치

1 남 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부교수

3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조교수

4 남 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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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1-01

시간의존 완경사방정식을 이용한 월파량 계산
Computation of Wave Overtopping Using Time Dependent Mild-Slope Equation

이홍규1, 곽문수2, 편종근3

Hong-Gyu Lee1, Moon-Su Kwak2, and Chong-Kun Pyun3

종래의 방 제는 항내의 정온수역 확보  선박의 안 한 출입을 목 으로 하여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항내 수질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근에는 항내외수를 
교환시키는 해수교환방 제가 건설되고 있다. 해수교환방 제는 흐름을 이용한 조류제와 랑을 이용한 

월류제로 별할 수 있다. 항 외측으로부터의 흐름의 향이 거의 없는 경우는 랑에 의한 해수교환 효
과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랑에 의한 해수교환방 제에서 월류제를 통과한 월 유량을 수치계산하고, 이를 수리

모형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랑장의 해석의 기본방정식은 시간의존완경사방정식을 사용하 고, 월
량에 한 식은 Forchheimer의 식을 이용하 다. 이 식은 정상상태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랑에 의한 

월 량을 계산할 때에는 그 로 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주기 동안의 월 량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간 형을 고려하여 방제를 월류한 면 으로 나타내어진다. 월 량은 방 제의 투과경계에 있어서 선유

량으로 나타내지는데, 노출형 방 제의 경우는 월 량으로서 Forchheimer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선유
량을 투과경계의 선유량으로 바꾸어 넣었다. 투과경계의 선유량은 월 할 때에만 경계조건으로 하여 계

산을 수행하 다. 

그림 1. 한주기 동안의 월파량

1 명지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석사과정

2 명지 문 학 토목과 부 교수

3 명지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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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1-02

소파호안을 통한 월파의 3차원 수치해석에 관하여
On 3-D Numerical Simulation of Wave Overtopping 

on Wave Absorbing Revetment

허 동 수1

Dong-Soo Hur1

태풍 내습시 수 상승을 동반한 고 랑의 작용으로, 호안 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호안 배후지에 막

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한, 수심역에 방 제를 설치할 경우, 단면의 합리
화  경제성을 고려하여 고 랑 작용시에는 월 를 허용하도록 천단을 낮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천단 이슨에 작용하는 력은 월 의 향으로 인해 통상 설치되는 이슨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

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안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월 를 동반한 고 랑 작용하의 외력

을 하게 추정하는 것은 필수 이다. 한편, 계산기성능의 비약 인 향상으로 최근까지 곤란하게 여겨

져 왔던 월  상에 한 수치시뮬 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치해석을 이용한 월 량 산정의 타당

성  용성이 수리모형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들이 2차원 수치해
석기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와 같이 3차원성이 탁월한 상에 목시키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투과성 구조물에도 용 가능한 3차원 직 수치해석 기법을 제안하

고, 월 상의 재 시에 발생하는 기포  물방울의 처리방법으로서 TimeDoor법을 용하여 계산한 후, 
수리모형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소 호안을 상으로 월 량 산정의 용성

을 검토한다. 그림 1.은 호안 면에서 얻어진 월 수 의 계산결과와 실험결과(Sakakiyama․Imai, 1996)
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는 월 유량에 한 계산치와 실험치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차원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정된 월 량은 높은 정도로 실험치를 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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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호안전면에서 월파수위의 비교               그림 2. 월파유량의 계산치와 실험치

1 경상 학교 토목환경공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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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1-03

다항 함수 이용 자유수면 추적 비압축성 유체 흐름 계산 모형
A Numerical Model for Incompressible Fluid Flows with Free Surface Tracing 

by Polynomial Shape Function

정병순1, 김효섭2, 오승균3, 이선주3

B.S. Jung1, Hyoseob Kim2, S.G. Oh3, S.J. Lee3

자유수면을 가진 비압축성 유체의 흐름 계산을 하여 수치모형 기법을 제안하 다. 이 수치모형은 분
산과 력가속도, 이류, 질량보존의 제어의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수면의 치를 추 하기 하

여 VOF 방법을 개선하여 다항함수를 도입하 다. 물과 공기의 경계면 인근의 부분 충만 격자의 충만도
(F) 함수를 이용하여 표면곡선( 는 단면곡면)을 찾아내도록 하 다. 흐름의 후방에 유체의 질량보존을 
하여 물방울 꼬리에 특별한 처리를 하 다. 이 수치모형은 여러 가지 상황 즉, 작은 구역에서의 물방울
의 이동; 폐쇄된 항구에서 의 공명;  괴; 랑의 변형과 같은 경우에 용하여 용성을 검토하

다. 검토결과 해석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 수치모형의 결과가 해석해와 잘 맞음을 확인하 다. 

그림 1. 원형직경단면

: 2격자

     
그림 2. 원형직경단면

: 4격자

     
그림 3. 원형직경단면

: 10격자

1 국민 학교 공과 학 건설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2 국민 학교 공과 학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3 국민 학교 공과 학 건설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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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1-04

비정렬 셀 중심 방법에 의한 자유표면 유동해석에서
VOF 상경계면 포착법 연구

A Study on a VOF Interface Capturing Method for the Analysis of the Free Surface 
Flow by Unstructured Cell-Centered Method

명 현 국1

Hyon-Kook Myong1

화학공업에서의 2상(two-phase)유동이나 선박과 해양구조물 주 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자유수면 유동 

상 그리고 속이나 유리 성형공정, 고분자 수지의 사출 는 압축 성형, 단결정 성장등과 같이 자유 
표면(free surface)이 존재하는 복잡한 유동 상들을 해석하기 한 수치기법으로 VOF(Volume of Fluid)방
법과 LS(Level Set)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Hirt and Nicholls, 1981; Zhang et al., 1998). 그러나 기존
의 VOF방법  LS방법들은 거의 부분 정렬격자계에 합한 형태로, 비정렬격자계에는 직  용될 

수 없는 근본 인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상유동과 같이 자유표면이 존재하는 복잡한 유동 상들을 높은 정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비정렬격자계에 합한 수치해석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Myong et 
al.(2005)이 개발한 비정렬 셀 심 방법을 채용하고 압력수정방법에 기반을 둔 3차원 유동해석코드
(PowerCFD)에 비정렬격자계에 용이 용이한 경계면포착법(interface capturing method)인 Ubbink(1994)
에 의해 제안된 CICSAM(Compressive Interface Capturing Scheme for Arbitrary Meshes)을 용한다. 
한, 2차, 3차 붕괴 문제와 함께 바닥면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붕괴 문제에 해 수치해석한 결과를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한 수치계산  실험결과와 비교를 통해 수치해석방법을 검증한다.

Hirt, C.W. and Nicholls, B.D. (1981). Volume of Fluid(VOF) Method for the Dynamics of Free Boundaries. J. 
Comput. Phys., 39, 201-225.

Myong, H.K. and Kim, J.T. (2005). Development of 3D flow Analysis Code using Unstructured Grid System(1st 
Report, Numerical Method). Trans. of the KSME(B)., 29(9), 1049-1056.

Ubbink, O. (1997). Numerical Prediction of Two Fluid Systems with Sharp Interface.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Zhang, H., Zheng, L.L. and Parasad, V. (1998). A Curvilinear Level Set Surface Problems with Application to 
Solidification. Numerical Heat Transfer Part B, 34(1), 1-20.

1 국민 학교 공과 학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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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2-01

불규칙파의 수치해석
Numerical Modeling of Irregular Waves

유 동 훈1

Dong-Hoon Yoo1

굴 과 회 의 향을 받는 불규칙 를 스펙트럼 로 표 하 을 때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유동
훈, 1993).

           







   (1)

           









 


  (2)

           









 


  (3)

여기서 E는 에 지스펙트럼 도, P와 Q는 각각 각주 수를 표하는 수의 x와 y벡타, 는 에

지 마찰계수,  
 ,  

 , 는 각주 수, d는 수심, M은 단 군속도, 즉   , 는 

군속도, 는 수, 는 에 지변이의 2차곡률, 즉   



 



 

이다. 

상기 산정식들은 의 굴 뿐만 아니라 회 의 향도 고려할 수 있으나 회 의 향을 표 하는 식 

(2)와 (3)의 마지막 항들이 3차식으로 표기되어 수치 인 불안정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한 각 식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들인 이송항들은 앙 차분하 을 때 수치 인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 기존의 수치해
법(Yoo and O'Connor, 1989)은 이송항에 하여 Upwind Scheme을 용하여 계산시간간격을 매우 작게 
설정하여야 수치  불안정을 해소하 다. 번 연구에는 이들 항들의 수치해석에 있어 음해 인 요소를 

가미하는 기법을 세 가지 시도하 으며, 각 기법으로 개발된 수치모형을 실험결과에 용하여 각 기법의 
장단 을 비교 검토하 다.

1 아주 학교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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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2-02

다방향 불규칙파의 굴절
Refraction of Multi-Directional Random Waves

이창훈1, 정재상2, 조용식3

Chang-hoon Lee1, Jae-Sang Jung2, and Yong-Sik Cho3

먼 바다에서 해안선으로 해 오는 다방향 불규칙 랑의 경우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 주기  방향의 각 성분 의 

굴  상으로 방향이 다양하게 변하여 방향의 분산성도 변할 것이다. Goda와 Suzuki(1975)는 다방향 불규칙 랑이 해안선
으로 할 때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 최 방향분산계수 가 커지는 상을 보 다. 그들은 Mitsuyasu 등(1975)이 제안

한 다음의 방향분산함수  를 사용하 다.

                                    

   (1)

Mitsuyasu 등이 제안한 방향분산함수 식 (1)은 방향의 분산성이 주 방향 을 심으로 좌우 칭이라는 가정 하에서 

성립되는 식이다. 그런데, 먼 바다에서 다방향 불규칙 랑의 방향이 주 방향을 심으로 좌우 칭이었더라도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 굴 상이 발생하면서 서로 칭이었던 성분 가 지속 으로 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 칭성이 고려된 다음과 같은 방향분산함수를 제안하여 다방향 불규칙 랑의 방향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실제

의 자연 상을 더 정확히 표 하고자 하 다. 

                       



 











   ≥ 




 ≤ 

 (2) 

식 (2)에서 는 비 칭계수로서 그 값이 1이면 주 방향 를 기 으로 분산의 정도가 좌․우 방향의 랑이 칭이고, 

1보다 작으면 주 방향을 기 으로 왼쪽 방향의 랑이 오른쪽 방향의 랑에 비해 분산의 정도가 더 작고, 1보다 크면 
왼쪽 방향의 랑이 오른쪽 방향의 랑에 비해 분산의 정도가 더 크다.

100m 수심에서   ,   ,    ,  인 다방향 불규칙 의 경우 수심이 100m, 10m 지 에서 

Goda와 Suzuki에 의한 방법과 본 연구에 의한 방법으로 구해진 방향분산함수를 해석해와 비교하 다(그림 1). 10m 수심에
서 Goda와 Suzuki에 의한 방법은 칭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방향스펙트럼을 해석해로 근사화 하는데 오차가 발생하 다. 
그 반면 비 칭성을 고려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향 스펙트럼은 해석해로 근사화 하는데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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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해에서   ,   인 경우 수심에 따른 방향분산함수의 변화; 왼쪽   , 오른쪽 

     파선 = Goda와 Suzuki의 방법, 실선 =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 점 = 해석해

1 세종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2 산업개발(주) 토목설계  사원

3 한양 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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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2-03

파랑쇄파류 발생시 파의 변형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Wave Transformation by wave-induced current

윤성범1, 최준우2, 백운일3, 박원경4

Sung-Bum Yoon1, Jun-woo Choi2, Un-il Baek3, and Won-Kyung Park4

천퇴상을 하는 불규칙 는 굴 , 회 , 천수화  쇄 이외에 천퇴정상 후면의 쇄 발생에 따른 

랑쇄 류에 의하여  다른 변형특성을 갖게 된다. 쇄 가 발생하면 의 잉여응력(Radiation stress)의 
기울기가 격히 변화하여 강한 랑쇄 류가 발생한다. 이 랑쇄 류가 천퇴 후면부의 굴 에 향

을 으로써 의 집 화를 약화시켜 쇄 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고를 크게 감소시킨다. 본 연
구에서는 네덜란드 델 트 학에서 개발한 랑모형인 SWAN과 미 델라웨어 학에서 개발한 흐름모형

인 SHORECIRC를 결합하여 천퇴상에서 쇄 에 의해 발생하는 랑쇄 류를 수치모의 하 다. SWAN은 
의 에 지 ( 는 Action) 평형 방정식을 사용하는 불규칙  랑변형 수치모형으로 계산시간이 짧은 

장 등을 갖고 있으나 쇄 에 의한 흐름을 자체모의 할 수 없어 그 향을 고려할 수 없다. SHORECIRC 
한 쇄 에 의한 흐름에 한 수치모의에 있어 그 용성이 우수함이 검증되었지만 의 잉여응력을 

계산하기 하여 랑모형과의 결합을 필요로한다. 따라서  두 모형의 결합을 통한 랑과 흐름 그리고 
상호작용이 고려된 수치모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의 랑모형과 흐름모형을 결합하여 Vincent와 Brigg의 수리모형에서 사용된 의 조건들을 이용하

여 수치모의하고 그 결과를 수리모형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 다. 천퇴상에서 쇄 가 발생하는 경우  

수치모의는 천퇴배후에서 제트류와 유사한 강한 흐름을 발생하는 것을 보 다. 이 랑쇄 류는 천퇴배

후의  집 상을 방해함으로 흐름모형을 결합하지 않아 와 흐름의 상호작용을 모의하지 못하는 경

우에 비해 그 고가 감소됨을 보 다. 이 경우  수리모형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성 으로는 물론 

정량 으로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랑쇄 류가 천퇴배후지역에서 의 변형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파랑쇄파류

           

그림 2. 파랑쇄파류와 파의 변형 

1 한양 학교 공학 학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2 한양 학교 공학기술연구소 연구원

3 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상무

4 (주) 엔지니어링 해안해양공학연구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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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2-04

급변 수심에서 적용 가능한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for Rapidly Varying Topography

김건우1, 이창훈2, 서경덕3

Gun-woo Kim1, Chang-hoon Lee2, and Kyung-Duck Suh3

심해에서 생성되어 천해로 진행하는 랑의 변형을 해석할 수 있는 랑변형모형으로 선형 의 분산성

을 정확히 만족하는 완경사방정식과 천해의 비선형 에도 용 가능한 Boussinesq 방정식이 있다. 최근 
완경사방정식은 수심의 곡률항과 바닥경사의 제곱항을 포함함으로써 바닥의 경사에서도 용성이 향

상되었다(Massel, 1993; Suh 등, 1997; Lee 등, 1998; Lee 등, 2003). Boussinesq 방정식은 천해 라는 가

정(즉, O (kh)≪1 ) 하에 유도되어 심해에는 용이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었으나, Madsen과 Sørensen 
(1992)과 Nwogu(1993)가 선형분산 계식의 (2,2) Padé 근사를 만족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간수심  심
해에서도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Boussinesq 방정식의 유도 과정에 바닥경사가 완만하다는 가
정(즉, ∇h=O(kh)≪1) 하에 유도되어 수심이 변하는 경우는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Madsen과 
Sørensen은 유도과정에서 바닥의 곡률항을 무시하고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을 유도하 다. 본 연구에
서는 Madsen과 Sørensen의 유도 과정에서 생략된 수심의 곡률항을 온 히 포함한 식을 유도하여 수심이 

변하는 경우에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을 개발하 다. 그림 1에는 Booij(1983)
의 경사면 를 진행하는 의 반사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 개발된 수치해(Present Study)와 유한
요소법을 사용한 Laplace방정식의 해(Exact Solution)와 확장형 완경사방정식의 해(EMSE)와 Madsen과 
Sørensen의 수치해(Madsen & Sørensen)를 비교하 다. Madsen과 Sørensen의 식은 경사가 아닌 경우에
도 반사율이 정확하지 않은 반면 곡률을 포함한 본 연구의 수치해는 엄 해와 거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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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ooij(1983)의 경사면을 통과하는 파의 반사율

1 서울 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Post-Doc.

2 세종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3 서울 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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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3-01

SPH를 이용한 쇄파역에서의 비선형 천수거동
Nonlinear Shoaling Characteristics over Surf Zone Using SPH Method

조용준1, 김권수2, 임채국3

Yong Jun Cho1, Gweon Su Kim2, and Chae Kug Lim3

심해에서 여러 기작에 의해 생성된 랑은 인근 연안으로 이되는 과정에서 천수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천해역에서 흔히 측되는 쇄 는 난류와 같은 고주  역을 비롯하여 연안류나 이안류와 같은 

주  역의 랑을 야기하고, 한 연안 퇴  상의 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상을 규명하기 
해서는 입사하는 랑의 성장과정과 그 속도의 변화에 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과제로 보여진다.
그동안 쇄 상을 규명하기 한 노력이 FDM 혹은 FEM 등 많은 수치기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그들이 갖는 제약으로 인하여 붕괴  해석에 해서 많은 시도가 있을 뿐, 구조물에 커다란 향을 미치
는 권 에 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천체물리학에
서 다루어져 왔던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에 한 다양한 연구가 두되고 있다. 이에, 
Figure 1과 같은 일정경사 수심에서의 랑 천수과정을 통해 보다 가시 으로 2차원에 한 권 를 수치

모의하고자 한다.

Figure 1. Snapshot of numerically simulated water surface over uniform slope 

1 서울시립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발표자: 서울시립 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3 림산업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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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3-02

인접한 두 개의 직사각형 항만에서 비선형 부진동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of Nonlinear harbor agitation 

in two adjacent rectangular harbor

우승범1, 최영광2, Gabriel Maria Gonazales Ondia3

Seung-Buhm Woo1, Young-Kwang Choi2, and Gabriel Maria Gonazales Ondia3

This paper describes the application of a finite-element model based on the modified Boussinesq 
equations to the analysis of harbor agitation. The model solves the modified weakly nonlinear and weakly 
dispersive Boussinesq equations on an unstructured finite element mesh based on a Galerkin method. The 
main goal of the work is to investigate the model performance for the nonlinear coupled harbor resonant 
problem and compare it with experimental data. A specific set of experiments is carried out considering 
a simplified geometry. Comparisons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show a very good 
agreement.

Using a finite element numerical model based on the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and a set of 
experimental data,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linear and nonlinear coupling of two adjacent, narrow 
rectangular inlets has been carried out. Model results show a very good matching in phase and amplitude 
with experimental data for the two cases considered. Physical and numerical data point out that the 
resonant characteristics may differ considerably from what expected when inlets or basins are adjacent. 
Even more is the adjacent basins are located inside a larger basin as usually happens in large harbors.

1 인하 학교 자연과학 학 해양과학과 조교수

2 인하 학교 자연과학 학 해양과학과 석사과정

3 Universidad de Santander 해양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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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3-03

확장형 Boussinesq 유한요소모형의 수치진동오차 개선
Wiggle-free Finite Element Model for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우승범1, 최영광2, Jose Maria Gonazales Ondia3

Seung-Buhm Woo1, Young-Kwang Choi2, and Jose Maria Gonazales Ondia3

확장형 Boussinesq형 (E-B) 방정식은 장 와 단 의 거동  랑 상호간의 간섭으로 인한 비선형성을 

고려해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 에 있다. 특히, 재 리 사용되고 있는 

선형이론에 근거한 랑모형이나, Frequency domain 모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안류, 쇄 류, 표사이동 
 비선형 항만부진동등의 상을 보다 정확히 재 할 수 있는 이론  근거를 E-B 방정식 모형은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E-B 방정식에 근거한 수치모형이 실 으로 리 사용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는 수치 계산양이 막 하여 비경제 이기 때문이다. 수치 계산양이 많은 큰 이유  하나는 체 계산 
역을 일정격자로 구성하는 유한차분형태의 모형이 다수 기 때문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몇몇의 연구자에 의해 유한요소모형이 개발되었다.
유한요소모형(FEM)은 격자 크기를 조 함으로써 계산양을 효과 으로 일 수 있고 복잡한 항만이나 

해안의 경계를 정확히 재 할 수 있으며, 특히 E-B 방정식의 경우 질량 보존을 만족시키는 no-flux 경계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E-B FEM이 심한 수치진동이 발생하여 계산 
결과가 부정확해 지는 것이 큰 단 으로 지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치진동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E-B FEM 을 개발하 다. 본 모형과 기존

의 모형과 비교함으로써 새 모형의 장단 으로 분석하 다. 비교방법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치모형 실험
을 실시하 는데 특히 Vincent와 Briggs의 수리모형 실험(1989)에 으로 두어 비교 검증하 으며 검증

결과 본 모형에서 수치진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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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702

SA3-04

PIV 기법을 이용한 투과파 유속측정
Measurement of Transmitted Wave Velocity Using PIV

김태원1, 곽문수2, 류권규3, 편종근4

Tae-Won Kim1, Moon-Su Kwak2, Kwon-Kyu Yu3, and Chong-Kun Pyun4

최근 기본 으로 랑을 막는 방 제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수를 항내로 유입시키는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해수교환방 제들이 시공되고 있다. 이러한 방 제들은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이 어

렵고 해수교환 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 한 안정성과 해수교환율을 높이는 두 
가지의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수교환방 제를 제작하기 한 다양한 실험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교환방 제의 기본 인 수리  통수특성을 악하기 하여, 개수로와 2차원 수조

에서 PIV(Paticle Image Velocimetry)기법을 이용하여 해수유통구에 의한 유입유량과 유출유량을 측정하
다. 간편하고 경제 이면서 정확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진 입자 상유속계(PIV)는 비교  짧

은 시간에 변하는 유속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PIV는 촬 된 상 역의 상

을 분석하여 유속장 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체 흐름장의 악은 물론 구조물 주변의 국부 인 

흐름변화를 악하는데도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수로형 해수교환방 제를 상으로 PIV 기법을 이용하여 투과  유속을 측정 다. 

표유속이나 통수로의 개구율 등의 해수교환에 필요한 인자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에 한 상 계를 

확인하 고 그 결과들을 비교함으로써 정 도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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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4-01

부산항 태풍파 예측 시스템
Prediction System of Wind Waves at the Inner Port of Busan

이정렬1, 이영재2, 임흥수3

Jung Lyul Lee1, Young-Jae Lee2, and Heung Soo Lim3

최근 부산시가 도시 신 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U-City 사업의 핵심과제로 U-Port에 한 심
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U-Port 비 과 망은 물론 U-Port 구  략과 실제 구  

사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u-Port는 차세  유비쿼터스 기술을 항만물류분야에 용하는 것으로 21세
기 동북아시  해양수도라는 부산의 비젼을 실 시키는 데 가장 요한 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 이고 실질 인 u-Port의 실 을 해서는 태풍  해일, 해양 생태의 격한 변화와 환경 오염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한 유비쿼터스 기반 상시 모니터링  사  보 시스템이 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항만 시설에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측 자료의 기반이 되는 태풍

에 한 측 시스템을 제시한다. 태풍 의 측 모형은 미국 하와이 해역 허리 인 INIKI(1992)에 용
했던 Lee와 Teng(2005)의 모형 WIWAM을 동북아시아 해역에 용하며 그 역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항내 반사  회  등을 모의하는 WADEM에 목하여 부산항에서의 태풍시 항 내 태풍 를 측하는 

시스템을 수립한다. 이와 같은 측 시스템은 추후 부산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다년간 검증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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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4-02

수치해석을 이용한 이어도 기지 구조물이 해수 유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해류 관측 평가 및 보정방안 연구

Numerical Investigation, Calibration Method of the Interaction between 
Ieodo-Ocean-Research-Station and Ocean Current

홍우람1, 심재설2, 김종암3, 민인기4

Woo-ram Hong1, Jae-seol Shim2, Chong-am Kim3, In-ki Min4

이어도에 건설된 다목  해양과학기지에서는 주  류  해류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상, 어장 보 

등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한 가지 목 으로 한다. 그런데 이어도 기지 구조물에 의한 해수 유동의 
변화는 과학기지의 측 데이터에 향을 주어 정확한 자료 수집을 어렵게 하므로, 이어도 기지 구조물이 
주  유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유동 정보 측을 평가/보정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 기 연구로, 해류와 구조물 사이의 상호 작용을 모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 
용방법을 논의한다. 그 결과, 3차원 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이어도 기지 구조물  

수 암 가 주  유동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 정확한 데이터 측정방법을 제안한다.
기지 주변의 100m 지름의 역의 유동을 16방향에 해 3가지 유속 조건으로 가시화 하 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흰색 으로 표시된 측정 치에서 해류가 구조물에 부딪쳐 발생하는 난류 역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가 극명히 조된다. 동쪽해류로부터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남동해류, 남해류, 
남남서 해류까지가 구조물이 측정 치를 지나는 해류에 많은 향을 주는 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측정 치를 최소 두 군데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에서도 그림에 표시된 빨간 표시의 치부근, 기지의 
남동쪽 방향으로 측정 치를 하나 더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수면에 가까운 곳의 유속은 바람의 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바람과 유속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어도 기지 

측정 치

해류의 방향에 따라 구조물이 해류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9m/sec의 북쪽 해류/좌)와 주는 경우

(9m/sec의 남동 해류/우)

1 서울 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석사과정

2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3 서울 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4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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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4-03

해상 공사시 위험 파랑 예보용 파고계
A Warning Devise of Unsafe Working Condition at Sea

이정렬1, 임흥수2

Jung-Lyul Lee1, and Heung-Soo Lim2

많은 해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존 고계를 이용한 랑 측이 수월하지 않아 부분 목측

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표 인 기존 고계는 압력식과 부이식이 있으나 압력식은 렴하기는 하나 설

치  휴 가 어렵고 부이식은 손의 염려와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 가 간편

하고 렴하며 험 주기의 가 근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는 비 계 형태의 용량식 부이 고

계(그림 1)를 소개한다. 
비 계 형태의 부체에 한 운동방정식을 수립하고 의 진폭  주기에 따른 부체의 상  운동을 해석

한다. 일반 으로 해수면의 진동 폭인 고보다 부체의 상 인 상하 운동이 약하므로 고보다도 작은 

길이의 고계 설계가 가능하다. 한 부체는 형태에 따라 자연 진동 주기를 갖는 데 이 주기의 가 감지

되면 부체의 진동이 심해진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공사 해역의 랑 특성을 해석하여 험 랑 조건
에 해당하는 주기와 동일한 자연 진동 주기를 갖도록 부체를 조 하여 험 랑이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도록 한다. 그림 2에 의하면 이 해역은 주기가 6  이상이 되면 이상 랑 조건이 도달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물론 해상 공사의 안 성은 고와 한 계가 있으므로 일정 고 이상이 감지되어도 경고

음이 발생되도록 한다.

그림 1. 용량식 부이 
       고계

1 성균 학교 공과 학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2 성균 학교 공과 학 건설환경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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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기와 고의 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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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4-04

무선 용량식 파고계의 개발
Development of a Wireless Sensing System Using Capacitance-type Wave Meters 

박수열1, 김재민2, 정  만3, 최준성4

Su-Yeol Rark1, Jae-Min Kim2, Mahn Jeong3, and Jun-Seong Choi4

조석조류가 우세한 서남해안 연안에 가설되는 각종 시설물  구조물의 안정성  구성 확보를 해 

다양한 해양환경 시뮬 이션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으로 해양수리 실험  고차를 이용

한 실험에 사용되는 고계는 유선시스템으로 압강하, 자기  잡음증가, 감 험  반복된 선 

작업으로 인한 실험의 복잡성 증가 등의 문제 을 수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 실험시 유선 고 측정
시스템의 단 을 극복하고 정확한 계측 데이터의 취득을 해 무선 데이터 송 방식을 통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무선계측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높은 주 수의 고 측정이 가능하고 고

선형성을 가진 고측정센서부와 필터, 증폭기, A/D변환기, 컨트롤러  무선송수신 방식을 결합하여 다
수의 측정신호를 다 화, 디지털화여 각종 정보를 부가하여 송이 가능하고, 원격지에서 최  100 의 

고계로부터 수신되어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 한 다양한 검증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2차원 수조 수리실험에 용을 통하여 수리 

실험의 효율성 증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 다.

      

무선용량식파고계 및 소프트웨어

1 한국유지 리(주) 부장

2 한국유지 리(주) 표이사

3 남 학교 공학 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4 남 학교 공학 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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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4-05

SWAN 및 MASCON Model의 결합에 의한 천해파랑 산정
Estimation of the Shallow Water Waves by the Combination of

MASCON and SWAN Models

김지민1, 김도삼2, 허동수3, 박광수4

Ji-Min Kim1, Do-Sam Kim2, Dong-Soo Hur3, and Gwang-Su Park4

연안역의 개발과 보 사업의 계획  설계에 있어서 주요 외력조건은 일반 으로 태풍에 의한 고 랑

과 이상조 에 의한 수 상승이다. 이 에서 고 랑의 설계 는 태풍내습시에 랑의 통계  특성으로 

산정된다. 한편, 근래에 격한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하여 태풍의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고, 향후 발생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측되며, 더불어 재해규모도 증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태풍내습에 따른 상해역에서 랑장의 향을 추정하여 연안사업의 한 평가를 수행

하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 빈번한 이상기후의 향을 고려한 신심해설계 가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남해안을 내습한 기존의 태풍 에 크기와 재해의 기록을 경신한 2003년도 14호 태풍 Maemi에 해 
추정한 자유 기풍과 해상풍을 기조건으로 하여 지형의 향이 고려되는 MASCON Model에 의한 새
로운 바람장(해상풍)을 추정하여 천해 랑을 재산정하고자 하 다. 이로부터 추정된 수치계산의 일례를 
다음의 그림에 나타낸다. 그림-1은 지형이 고려된 해상풍을 나타내며, 그림-2는 부산 역시 녹산국가산업

단지 면해역을 상으로 추정된 고분포도이다. 여기서, (a)는 태풍모델에 의해 추정된 바람장(경도풍)
을 사용하여 산정된 천해 랑이고, (b)는 MASCON Model을 이용하여 수정된 바람장을 사용하여 산정된 
천해 랑이다.

그림 1. MASCON Model에 의한 해상풍추정

            

     (a) 태풍시의 바람장(경도풍)으로 산정된 파고분포도      (b) MASCON Model에 의한 바람장으로 산정된 파고분포도

그림 2. 파고분포도의 비교

1 한국해양 학교 학원 토목환경공학과

2 한국해양 학교 공과 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3 경상 학교 해양과학 학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4 (주)이화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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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4-06

음해기법을 이용한 WAM의 태풍 매미 파랑 시뮬레이션
Windwave Hindcasting for Typhoon Maemi Using Implicit-Version of WAM 

천제호1, 안경모2

Je-Ho Chun1, and Kyung-mo Ahn2

3세  풍  스펙트럴 모델인 WAM-cycle 4는 태풍 등에 의한 풍  후방 측을 해  세계 으로 가

장 많이 쓰이는 모델 의 하나이다. 기존의 WAM은 수치 기법으로 양해법(explicit upwind method)을 
쓰기 때문에 정 한 태풍 랑 모델링을 하기 해서 다소 작은 시간 격자 간격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한 바닥 경사가 큰 지역에 해서 WAM 을 용할 때는 의도하지 않은 수치 확산(numerical diffusion)
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 인 태풍 랑을 모델링하기 해 fractional-step method 를 용하여, 각 공간별로 

음해 으로 태풍에 의한 랑을 계산하 다. 수정된 WAM 풍  수치모델을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 매
미’에 용하여 랑을 계산하 다. 수치모의된 결과를 검증하기 해 한국해양연구원의 이어도 해양기
지에서 부이와 이다형 고계에 의해 측한 랑자료와 계산 결과를 비교하 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이형 고계와 이다형 고계에 의한 유의 고의 측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다형 고계가 아직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확 것으로 단되며, 
본 연구에 의한 유의 고의 수치모의 결과가 부이형 고계에 의한 유의 고와 비교  잘 일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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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풍 ‘매미’ 에 대한 풍파 계산 결과와 관측 자료와의 비교 (이어도)

1 한동 학교 건설환경연구소 연구원

2 한동 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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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01

폭풍해일에 따른 서남해안(군산, 목포) 범람모의
A Numerical Simulation of Coastal Flooding

by Storm Surge in the Yellow Sea (Kunsan, Mokpo)

문승록1, 박선중1, 강주환2

Seung-Rok Moon1, Seon-Jung Park1, and Ju-Whan Kang2

군산  목포해역은 1997년 백 사리기간  태풍(WINNIE)의 향으로 서남해안 범람이 발생하 을 

때 표 인 피해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Madsen 등, 2004;강주환 등, 2005)에서 범람 모의를 
해 활용된 바 있는 Mike 21을 이용하여 과거상황에 한 그림 1과 같은 군산  목포해역에 한 수치
모의를 통해 해수범람을 재 하 다. 이와 함께 태풍‘매미’와 같이 큰 규모의 태풍이 서해를 통할 가상
상황에 한 해일모의도 실시하여 상되는 범람 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강주환 등(2006)이 목포
해역에 용한 조 편차를 고려한 빈도별 고극조  산정을 군산에도 용하여 그 결과를 가상 태풍에 

의한 해일고와 비교․검토하 다.
범람모의시 태풍에 의한 해일고 재 을 해 남으로는 만, 동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역(30°× 30°) 

수심도를 구성하 고, 해일발생시 조 상황은 약최고고조 가 재 되도록 하여 해일 험성을 극 화 시

켜서 군산  목포지역의 표고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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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군산해역                                  (b) 목포해역

그림 1. 범람모의를 위한 수심도

1 목포 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2 목포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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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02

태풍 해일 계산을 위한 태풍 예측 신경망모델
Typhoon forecasting model using a neural network for storm surge

박용우1, 조양기2, 김영상3

Yong-Woo Park1, Yang-Ki Cho2, and Young-Sang Kim3

T연안방재에서 태풍 해일은 방 제와 제방 등 해안 구조물의 설치를 한 설계   해일고등 산정을 

한 하드웨어 근과 연안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해안  연안도시에 치해 있는 주민들의 인명  

재해 피를 한 측 경보 시스템 구축과 같은 소 트웨어 인 근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하드웨어
인 연구  조사는 과거에 발생한 태풍과 폭풍 기상으로부터 50년, 100년 등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최고 
풍속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극 최고 설계  산정, 새로운 해안 구조물의 해안 방어 수 와 구조물 안정화 

설계 등에 이용, 연구되어지고 있다. 한 과거 악기상  해일 자료를 기본으로 연안 재해방재도등을 

수립은 연안  인구 과  지역에서 침수  범람에 따른 인명 재해 등을 이기 한 방법과 태풍 이동 

경로, 폭풍 해일 발생범  등을 측하는 소 트웨어 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태풍과 같은 악기
상 발생으로 인한 해안 구조물의 안   재난 방지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충분한 계획에 의한 

피해를 일 수 있지만, 과거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와 같은 연안 해일에는 빠른 재난 피해 지역 산
출  상 해일고 측 등 소 트웨어 인 연구와 실용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태풍 해일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기  6~12시간 이 에 재해 발생 가능 지역 주민들과 재해 담당 실무

자에게 통보되어지면 인명 피해 등을 일 수 있다. 최근에는 신경망 회로를 이용한 직 인 태풍 해일 

 해수면 상승에 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공간 인 연구에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시간 폭풍 해일 연구에서 기압  바람장을 제공하는 태풍 모델은 은 컴퓨터 자원과 시간 으로 효율

이나, 재시각으로부터 앞으로의 측을 하기 해서는 태풍의 경로  심 기압에 한 정량 인 

값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실시간 태풍 해일을 계산하기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태
풍 해일 발생 원인에 한 역학 인 연구 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해 방지  인명 피해를 한 24시간 
이내의 랑  해일의 측에는 아직도 많은 부족한 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12~24시간 범  내에서 태풍 해일을 측하기 한 방법으로 신경망회로를 이용한 태풍 이동 경로  

심기압변화와 이를 통해 해상풍 등을 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목포해양 학교 해양산업연구소 연구원

2 남 학교 자연과학 학 지구환경과학부 부교수

3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공학 공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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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03

마산ㆍ진해만에서의 폭풍해일 및 침수피해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orm Surge and Flooding Damage Forecasting

in MasanㆍJinhae Bay

윤종성1, 강종국2, 조상우3, 전희진4

Jong-Sung Yoon1, Jong-Guk Kang2, Sang-Woo Cho3, and Hee-Jin Jeon4

우리나라는 최근 태풍 Rusa와 Maemi에 의한 막 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로 사회  혼란과 함께 자연 

재해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발생한 동아시아 지진해일 등으로 재해와 재난에 한 

국민의 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환경 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게릴라성 집 호우 등으로 측이 곤란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며 그 피해 규모도 증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형 재해,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비해 신속한 복구와 상치 못한 
기상 상에 비한 사 비 부족으로 피해규모가 확 되어 가고 있다. 
해일은 이상조석 상,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해 해수 가 비정상 으로 높아져 육지로 넘쳐 오르는 상으

로 정의된다. 해일 상은 그 원인에 따라 폭풍해일, 지진해일, 고 (高波), 고극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일반 으로는 태풍  발달한 온 성 기압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 의 상승을 말한다. 즉, 태풍이나 
발달한 기압이 통과함에 따라 폭풍과 한 기압강하로 인하여 해안에서 보조 보다 수 가 히 

상승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폭풍해일이라 하며, 주요 원인은 강풍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강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통 추산조 로부터 편차를 가리키며, 일본에서는 고조(高潮 ; TAKASHIO)로 일컬어지고 있
어, 국내에서 사용하는 매일의 만조인 고조라 부르고 있는 것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해일은 외해에서도 발생하지만 실제로 향은 고 별로 에 띄지 않는다. 해일이 조석의 만조시에 
복하여 일어나면 수 가 매우 높아지므로 방조제를 괴하고, 연안시설, 가옥, 인명 등에 큰 피해를 끼
치기 때문에 해일의 발생 시각과 수  상승량을 정확히 보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마산ㆍ진해만은 면에 섬이 많아 랑의 발달은 기 하기 어렵지만, 만이 좁고 길어 해일에 의한 수면

상승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태풍 매미(2003)때 가장 맣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마산ㆍ진해만에서의 주요 재해원인을 구분하여 

월류에 의한 침수 지역을 측하고, 재해 원인에 따른 효율 인 방재 책 수립을 한 기  자료를 생산하

고자 한다. 

1 인제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부교수

2 인제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3 인제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4 인제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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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04

등가조도계수를 이용한 2차원 지진해일모형 개발
Development of Two-dimensional Tsunami Model by using Equivalent Roughness

홍성진1, Fumihiko Imamura2, 최병호3

Sung-Jin Hong1, Fumihiko Imamura2, and Byung-Ho Choi3

일반 으로 지진해일의 수치실험에서는 지진해일 에 항하는 구조물을 재 할 수 없거나 는 

Manning조도계수와 같은 마찰계수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표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그러나 지진해일범람역과 재해방재를 계획하고 설계하기 해서는 빌딩, 공장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지진해일 의 향이 요하게 두되었으며, 수치실험을 통하여 구조물과 지진해일 의 상호작용력을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향을 고려한 등가조도계수를 제안하고 이
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표 이 가능한 2차원 지진해일 모형(Equivalent Roughness Model; ER-Model)을 
제안하 다. 구조물사이의 모형의 격자를 7.5cm에서 50.0cm까지 변화시켜 수행한 수치실험결과와 수리
실험의 결과값과 비교를 통하여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그림 1는 구조물앞(distance = 50cm)에서의 
계산된 결과값과 측치와의 비교를 나타낸다. 이를 통하여, 일반 으로 격자크기가 작아질수록 모형이 

비선형성이 강한 를 더욱 잘 표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비교를 하여 각 지 별 오차

를 계산하고 정량 인 비교를 그림 2와 같이 수행하 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격자내에 구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0%에서 50%까지는 비율에 따라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나, 50%이상에서는 
다시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정확히는 구조물의 비율이 40%에서 가장 작은 오차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수리실험 결과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하 으며, 특
히, 역내의 구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었을 경우, 가장 정확한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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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물앞에서의 관측값과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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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역내의 구조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오차의 평균 및 표준편차

1 성균 학교 공과 하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사후과정

2 Professor, Disaster Control Research Center, Tohoku University, Japan

3 성균 학교 공과 하교 토목환경공학과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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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2-01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후 해수 소통에 따른 수질 변화
Water Quality Changes due to Seawater Flowing after Saemankeum Dike 

Construction

서승원1, 조완희2, 이화영2

Seung-Won Suh1, Wan-Hei Cho2, and Hwa-Young Lee2

새만 은 정된 2.7km의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개방구간의 축소  닫힘에 따른 수리  수질변화
가 필연 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방조제가 완공 되고 일정기간동안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소통하
도록 하면 새만  호 내측은 해수의 유출입 향으로 독특한 환경이 유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질변화가 
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상되며, 내부의 수질 리를 해서는 정량 인 평가가 실히 요구된다. 끝물
막이 공사이후에는 인 인 수문조작 등의 제한 이며 수동  방법에 의해서 폐쇄된 하구호 내의 수질 개

선이 이루어지리라 상되므로 방조제 완공 이후 해수 소통을 차단할 경우 수질 하의 가능성에 한 정

량 인 평가  수질 리 안으로 해수 소통에 따른 정량 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방조제 공사 완공 이후 배수갑문을 통해서 인 으로 해수 소통하는 경우와 해수 소통을 차단하는 경우

를 모의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TIDE3D모형을 용하 다. 신시․가력의 수문을 통하여 해수가 소통되는 
경우 외조 와 연계된 M2, S2 분조를 이용하여 새만  호 내의 유동을 모의 하 다. 새만  수계에서 수질

을 정확하게 모의하기 해서는 동 모형의 용이 필수 이며, 하구에는 2,3차원의 부 양화까지도 고려

할 수 있는 동 모형이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CE-QUAL-ICM 모형을 
용하 다. 이 모형은 동  수질 측이 가능한 하천-호소 연계시스템으로 22가지의 수질 인자 변화를 모의 
할 수 있다. 수질 모의는 1년간을 모의 하며, 연직방향으로 3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용한다. 모의 수질 인
자는 수온, 염분, COD, T-N, DO를 상으로 하 으며, 계 인 특성도 함께 모의하 다. 

 1년간의 수질 모의 결과와 측된 실측값을 상호 비교과정이 진행되었다. 방조제 완공 이 의 실측값과 

해수소통이 제한된 경우는 COD 7%, T-N 14% 증가 하 으며 DO 9%, 염분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방조제 완공 이 의 실측값과 배수 갑문을 통한 해수소통이 이루어 질 경우는 COD 2%, T-N 2% 증가하며 
염분 2%, DO 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수 소통시 배수 갑문 인근 역에서의 장기 인 변화는 미

미 하지만, 상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로부 역  해수의 유동 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수질 악화가 발

생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수 소통이 제한된 경우는  지역에 걸쳐 7%~ 33% 수질 인자별로 농도가 
증가하 다. 배수갑문으로 해수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수 소통이 제한된 경우 보다 수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재의 추론은 기의 추정 결과이므로 자세한 수질의 변화과정은 연속 인 연

구에서 충분히 검토된다면 보다 상세한 결과가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1 군산 학교 해양 학 해양시스템학과 교수

2 군산 학교 해양 학 해양시스템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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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2-02

장미형확산관을 통해 방류되는 부력제트의 만곡현상
Bending Phenomenon of Buoyant Jets Discharged from Rosette-type Diffuser

권석재1, 조홍연2

Seok-Jae Kwon1, and Hong-Yeon Cho2

본 연구에서는 정체수역에서 국내 하․폐수 해양확산 의 주 형태인 장미형확산 을 통해 방류되는 수

평부력제트의 거동을 악하고자 기운동량과 기부력을 반 하여 임의의 특정실험조건에서 4, 6, 그
리고 8개의 방류구를 갖는 장미형 연직유도 을 사용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부력제트의 2차원 
농도장을 측정하기 하여 LIF(Laser Induced Fluorescence)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연직유도 의 에서 형성되는 둘러싸여진 부력제트 내부에서의 압 때문에 특정 도 루드수의 범

에서 연직유도 을 통해 방류되는 수평부력제트의 만곡 상이 발견되었다. 도 루드수의 증가에 따

라 만곡고가 감소하다가 증가하 다. 그리고 방류구의 수가 증가하고 연직유도 의 직경이 감소할수록 

만곡고가 감소하 다. 이러한 장미형 연직유도 에서 형성되는 궤 의 만곡 상은 병합고에 큰 향을 

주었으며 도 루드수의 증가에 따라 이 병합고 한 감소하다가 증가하 다. 그리고 연직유도 의 직

경이 증가할수록 병합고가 증가하 다. 방류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평부력제트의 궤 만곡 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장미형확산 을 통해 방류되는 수평부력제트의 만곡 상은 심선희석률을 하시키

는 기작으로 작용하 다. 방류구의 수가 감소할수록 심선희석률이 증가하는 상이 명백하게 찰되었
다. 결국 장미형 연직유도 에서 이러한 궤 의 만곡에 의해 야기되는  병합고가 낮은 희석률을 래하

다.

   

               (a) 단공방류 (Fj = 7.07, Re = 319)        (b) 4공방류 (Fj = 8.06, Re = 388)

그림 1. LIF 시스템에 의해 취득된 순간이미지

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박사후연구원 

2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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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2-03

입도분포를 고려한 부유토사 확산범위 추정 기법
Estimation Scheme of the Sediment Transport Range

considering the Grain Size Distribution

조홍연1, 김창일2

Hong-Yeon Cho1, and Chang-Il Kim2

하천, 호소  연안해역으로 유입, 투입(투하) 는 공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부유토사, 표사, 
sediment; suspended solids)은 흐름을 따라 이동․침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범 까지 차 확산

되는 양상을 보인다. 부유물질의 확산범 는 부유물질이 해역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향범  추정, 
양식장  어업활동에 미치는 피해범  추정과 한 련이 있는 매우 요한 사안이다.
부유물질의 확산범 를 추정하는 통 인 방법은 Eulerian 개념에 근거하여 부유물질의 농도로 표

되는 운송방정식(transport equation)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는 수치기법에 의존하여 왔다. 이 방법은 부유물
질을 농도로 표 하기 때문에 부유물질의 침강속도를 표입경의 함수로 표 하는 경우가 부분을 차지

한다. 그러나, 실질 으로, 부유물질(토사, 표사)은 균일한 입경을 가진 입자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 다른 
입도분포를 가진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자마다 침강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입경으로 산정되는 침

강속도를 이용하여 확산범 를 측하는 모형과 차이가 발생한다. 
입자추  개념(Lagrangian 개념)에 근거한 표사이동 모형은 표사 입자 하나하나의 이동올 추 하는 모

형으로, 표사의 이동․확산 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 하는 기법이나 표사의 이동을 지배하는 흐름모형이 

Eulerain 개념에 근거한 모형이기 때문에 표사이동 모형이 흐름모형과의 효율 인 연결을 하여 Eulerian 
개념에 근거한 농도확산 모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Eulerian 모형은 용존성
(dissolved) 물질의 확산범  측에는 합하나, 입자성(particulate) 물질의 확산범  측에는 입자 하나

하나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다양한 크기를 가진 표사의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침강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Eulerian 모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확산범 를 측하는 방법은 제한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역으로 투입 는 발생하는 토사의 확산범 를 입도분포를 고려하여 추정하

는 입자추  모형을 제시하고, 표 인 앙입경 는 표입경을 사용한 기존의 방법으로 추정된 확산

범 를 정량 으로 비교․분석하 다. 한, 부유물질 확산범  추정에 미치는 인자의 정량 인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부유토사의 확산범 는 확산범 의 정량 인 정의에 따라 달라지며, 입자를 고려
한 향은 확산범 를 부유토사 총량의 90%, 99% 포함 역으로 정의한 경우, 각각 감소, 증가하는 상반
되는 경향을 보 다.

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연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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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2-04

개량형 POM을 이용한 수역에서의 저층수의 거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ehavior of bottom water in water area by using modified POM

윤종성1, 이동근2, 김준헌3

Jong Sung Yoon1, Dong Keun Lee2, and Joon Hun Kim3

지 까지의 3차원 유동모델은 표층  성층 상에 을 둔 모델이 많았으며, 층수의 거동을 측

한 모델의 는 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3차원 유동모델인 POM(Princeton Ocean Model)은 층수의 
거동 측에 유리한 σ좌표계를 채용하고 있는 모델로서 연안역의 유동모델 에서도 고속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POM은 σ좌표계 모델의 좌표변환에 기인한 수치오차에 한 보정을 실시하지 않은 모델
로서 이러한 수치오차를 축소시키는 것은 층 부근의 유속의 정도향상에 매우 요하지만 오차의 축소

를 시도하지 않고 그 로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유동모델인 POM에 해 
SLφrdal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오차보정을 통한 σ좌표계 유동모델의 정도향상을 실시하 다.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표 인 기수호  하나인 랑호에 용하 다. 랑호는 인 인 해수 

유입 후 연안표사 등에 의한 해수교환의 차단으로 인하여 유입된 해수가 호수 하층에 존재하고, 층수가 

빈산소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역에서의 용을 통하여 층수의 거동을 악하고, 생태계
에 악 향을 주는 빈산소수괴를 포함한 층수의 거동에 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기 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 다.
오차의 보정을 통한 수치계산을 보면 기존 모델에 비해 염수가 연직방향으로 확산되지 않고 층으로 

침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보아 수평방향 유속에 오차가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오차의 보정은 수역 체 유속의 과 평가와 연직방향으로의 수치계산상의 확산을 억

제하는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POM 개량형 POM

그림 1. 염수침입 계산결과(48시간 후)

1 인제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발표자: 인제 학교 토목공학과 석사후 연구원

3 (주)서 엔지니어링 건설 리실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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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3-01

가막만 및 여수연안의 해양환경과 적조발생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marine environments and red tide occurrences in Gamak Bay and 

Yeosu coastal areas

이문옥1, 김병국2, 권영아3

Moon-Ock Lee1, Byeong-Kuk Kim2, and Yeong-Ah Kwon3

가막만은 경남 통  해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굴을 생산하고 있는 주요 어장 의 하나로서, 우리나
라 체 연간 굴생산량의 약 30%를 하고 있는 해역이다. 한 가막만의 체 수면  약 112 km2  

남쪽 만구를 심으로 한 41.88 km2
는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으로 만 체 면 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품국에서도 그 안 을 보장할 정도로 양호한 수질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1989년에 6,500톤에 이르던 알굴 생산량이 1994년에는 1,700톤으로 감한 이래 2004년에는 
2,450톤으로 굴생산은 과거에 비해 히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막만의 조는 
1984년에 규조류인 Chaetoceros spp.와 Skeletonema costatum에 의해 처음 발생한 이래 2005년까지 총 
39회 발생하 으며, 5월부터 9월 사이에 집 으로 발생하 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독성 와편모조류인 
Prorocentrum sp.와 Cochlodinium polikrikoides에 의한 조 발생이 두드러지는 경향에 있어 가막만내의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막만내의 굴양식어장의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안정 으로 굴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

되었다. 
가막만  여수연안의 월평균 표층수온은 여수지방의 월 평균기온과 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 

가막만의 층염분은 2월과 5월에는 여수연안에 비해 더 높았고, 8월과 11월에는 더 낮았다. 표층 DO농
도는 가막만과 여수연안 모두 표층수온과 역의 상 을 나타내었다. 가막만의 조는 1984년 처음 발생한 
이래, 2005년까지 총 39회 발생하 고, 특히 하계인 7월과 8월에 집 으로 발생하 다. 가막만에 출
한 조원인 생물은 총 23종으로서 규조류가 11종, 편모조류가 11종, 섬모충이 1종이었다. 한, 조 원

인생물  와편모조류인 Prorocentrum sp.  Cochlodinium polikrikoides가 각각 8회, 규조류인 
Chaetoceros spp.  Skeletonema costatum이 각각 7회로 가장 출 빈도가 높았다. 조발생기작과 련하

여 여수지방의 평균 강수량, 수온  일조시간을 조사한 결과, 가막만의 조는 어도 10일 정도 이내에 
평년을 웃도는 강수가 있고, 평년 이상의 수온이 유지될 경우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막만에서의 조발생이 가장 빈번하 을 때 굴 폐사율이 가장 높았고, 조발생회수가 감소할 때 굴 

폐사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조발생 빈도나 조종의 출 이 굴의 생산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1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기술학부 교수

2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공학 공 조교

3 남 학교 학원 해양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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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3-02

Lagoon의 빈산소수괴층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Field Study of Water Purification Technique in the Lagoon

김규한1, 편종근2, 이기희3, 심기호4

Kyu-Han Kim1, Chong-Kun Pyun2, Ki-Hee Lee3, and Ki-Ho Shim4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해안선을 따라 해류의 작용으로 사주나 사취가 만 입구를 막아 생성된 여러 개의 

자연석호(Lagoon)가 존재한다. 동해안의 석호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자연호로 과거부터 경으로 이
름난 곳이며 자연경 이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수호 생태계로서 희소가치와 자연호가 지닌 습지의 

생태학  특성 등으로 볼 때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석호는 담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기수호로 표층에는 
담수 층에는 염분도가 있는 해수가 존재하고 있어 수심이 얕다 하더라도 표층과 심층의 순환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부분의 석호의 경우 심층수에는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빈산소수괴층을 만들고 
있다. 심층에서는 기성분해가 진행되고 유기물의 분해가 매우 느릴 뿐 아니라 부산물이 생성되어 호수
수질을 더욱 악화 시킨다. 한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는 표층수와 심층수가 뒤섞이면서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심층수가 뒤섞이면서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심층수가 표층으로 이동되어 악취와 함께 물고기 폐사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빈산소수괴층을 통해 발생되는 자연석호의 수질환경문제를 개선하기 한 

미세기포발생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에 시험 설치한 뒤, 빈산소수괴층을 심으로 한 수질 환경변화를 
지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 다.

그림 1. 수질개선 성능실험 대상지역

1 동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교수

2 명지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3 동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4 (주) 도화종합기술공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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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3-03

역산이론을 이용한 DO 모형 매개변수 추정
Parameter Estimation of DO Model Using Inverse Theory

조홍연1, 조범준2, 정신택3

Hong Yeon Cho1, Bum Jun Cho2, and Shin Taek Jeong3

DO 모형의 지배방정식에서 정의되는 매개변수는 오염퇴 물에서의 분해작용에 의한 산소소비량, 유역 
 기로부터의 DO 공 량, 식물 랑크톤의 합성ㆍ호흡에 의한 산소공 ㆍ소비량, 수층에서의 확산 
 반응에 의한 DO 변환량  연직 확산계수 등으로 직 인 측이 곤란할 뿐 아니라 많은 측비용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DO 련 매개변수를 포함한 DO 물질수지방정식을 구성하고, 구성된 선형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농도분포자료와 측된 연직방향(층별) 시계열 농도분포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질량변화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역산문제를 구성하여 DO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마산만 해역에서 여름ㆍ가을철에 측된 연직방향 DO 농도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연직 확산계수, 기로부터의 공 량, 퇴 물로부터의 소비량(SOD)  확산계수 등을 추정하

으며, 추정된 DO 매개변수는 시기 으로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장에서 측된 DO 자료와 추정
된 DO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비교한 결과, RMSE(평균제곱근오차)는 측자료 범 의 5% 
이하, 일치지수(모형의 측정도  타당성 검증)는 0.95 이상으로 본 연구방법을 이용한 DO 매개변수 
추정결과의 신뢰성은 우수한 것으로 악되었다.

관측치의 DO 농도변화량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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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산만 해역의 관측치와 계산치의 DO 농도변화 비교

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연수연구원

3 원 학교 공과 학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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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3-04

조석이 우세한 유한수심 해역에서의 부유퇴적물 연직분포 해석해
An analytical solu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local profile of the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in a tidal sea region of finite water depth

정경태1, 진재율2, 강현우3, 이호진4

Kyung Tae Jung1, Jae-Youll Jin2, Hyoun-Woo Kang3, and Ho Jin Lee5

The time-averaged and oscillatory solutions of the one-dimensional vertical (1DV) advection-diffusion 
equation for the suspended sediment have been derived analytically in a tidal sea region of finite water 
depth. The basic equation assumes constant eddy diffusivity and settling velocity. No net flux condition 
is applied at the sea surface, while a boundary condition with the erosion rate and depositional velocity 
is prescribed at the sea bottom. The time-averaged solution have been derived in a closed form, while the 
advection diffusion equation governing the oscillatory concentration has been obtained in a series form 
using the Galerkin-eigenfunction method.

A possible use of the solution to make an estimate of the erosion rate at the sea bottom based on the 
concentration information at the sea surface is discussed.

1 발표자: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본부 선임연구원

4 한국해양 학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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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01

영남권 동해안 사질 해안의 구역별 관리 체계 수립
Development of Zone Management System for Donghae Sand Beaches of 

Youngnam

이정렬1, 권혁민2

Jung-Lyul Lee1, and Hyuck-Min Kweon2

동해안 사질 해안에서의 해안구조물 축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침식 련 보도가 빈

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이유를 규명하기 한 체계 인 해안선  해안단면 측 시스템이 수립되

지 못하고 있다. 부분의 해안 조사는 1년 미만, 심한 것은 1-2달 내의 형식 인 측이 부분이다. 이 
한 특정 기 을 통한 체계  리가 안 이루어짐으로써 표사의 특성상 장기간 축  자료를 통한 해석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 인 토사 이동 체계를 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시 인 경향을 보이

는 해빈류 측이나 계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수치모형에 의

존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의 남권 해안의 특징에 맞는 구역별 리 체계를 수립한다. 강원 지역의 해안은 

직선 이므로 구역별 리가 효과 이지 못하지만 경북  경남 해안은 심해 랑의 주 선과 해안

선 방향이 크게 어 나 포켓 해안이 많은 계로 구역별 리가 가능하며 더 효과 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해안에 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진작에 구축되어야 하지만 구역별 리가 용이한 남권 동

해 해안에 하여 우선 구역별 리 체계를 수립하고 시범 으로 모니터링  그 자료를 토 로 한 

리 체계를 수립한다. 한 기존의 연안 침식 감 기술에 한 평가가 국지 인 수치 모형에 무 의존

하여 왔는 데 이를 지향하고 좀 더 거시 인 연안 토사 유입, 유출  이동 체계 하에서 해석되도록 하
는 사질 연안 리 체계를 제시한다.

1 성균 학교 공과 학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2 경주 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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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02

제주외항 개발계획 및 건설
Development Planning and Construction in Jeju Outer Port

김민수1, 이주상2, 박성윤3

Min-Soo Kim1, Ju-Sang Lee2, and Seong-Yoon Park3

기존 제주항은 해마다 증가하는 물동량에 비해 항만 안시설 부족에 따른 만성  체선, 체화 상의 

발생으로 물류비 상승이 가 되어 왔고, 특히, 제주시의 국제 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무비자 입국으로 화
물량  국내․외 객 증가가 상된다. 제주도는 환태평양  동남아지역에 한  심축으로의 

부상과 제주도 자립경제 기반구축 등을 하여 형여객선을 유치  취항시킬 정이다. 그러나, 기존
의 시설로는 형여객선의 안이 불가능하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객들에게 볼거리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하여 제주외항의 개발 필요성이 두되었다.
제주외항은 크게 외곽시설과 안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년차 으로 3단계에 

걸쳐 개발이 될 정이다. 외곽시설은 재 축조 인 서방 제와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 정인 동방 제

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시설은 80,000톤 의 형유람선 안이 가능한 유람선 부두 1선석과 일반
화물부두 6선석 그리고 리부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특히, 유람선부두는 장래 국내크루즈터미 의 허

항을 목 으로 국내최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다. 한, 해양수로와 해양공원을 조성하여 제주외항이 
국제여객항과 물류항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가휴게 공간,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계획이 되어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주외항의 개발계획과  제주를 한 개발계획의 제안에 하여 먼  언 하기

로 한다. 다음으로는 국내최 의 친수방 제로 계획이 되어 2001년부터 시공 인 서방 제 축조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서방 제는 곡면슬리트 이슨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형식이 용되었고 

상부시설은 유람선을 이용하는 객뿐만 아니라 제주시민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용하

다. 마지막으로 2006년말 착공 정인 동방 제, 국제유람선부두, 일반화물부두, 친수호안에 하여 기
술하고자 한다.  

1 림산업 주식회사 차장

2 림산업 주식회사 상무

3 림산업 주식회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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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03

철새도래지 조성 방법
Design Method for Migratory bird habitat

박영석1, 한재익2, 김민수3

Young-Suk Park1, and Jae-Ik Han2, and Min-Su Kim3

부터 우리나라는 4개 이 분명하여, 계 에 따라 독특하게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경 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더욱이 국경을 월하여 푸른창공을 마음 로 날아다닐수 있는 새는 활동 역이 매우 넓고 지

구상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생물  하나이다. 특히 새의 날씬하게 다듬어진 몸매, 아름다운 털의 
빛깔, 속삭이듯 지 귀는 고운 목소리는 다른 생물에게서 느낄 수 없는 새만의 매력이다. 새들은 우리 
생활 주변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지만 그들이 항상 인간을 경계하고 매우 민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새

와 친숙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는 언론등의 보도  국민의 여가수  향상에 따른 요구로 철새 

도래지를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 지면서 차 새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철새들을 보호하고 조망하기 해서는 새들의 번식지나 도래지, 월동지등에 직 인 근을 

막아야 하며, 환경별 서식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소음과 공해로 인한 오염은 조류들의 서식이나 이
동하는 철새, 번식 조류의 격한 감소원인  하나이며, 물의 오염으로 인한 조류의 감소는 새들이 즐겨
먹던 물고기, 갑각류, 조개류등의 소멸을 야기시켜 궁극 으로 새들의 서식환경을 앗아가 버린다.
토목공학은 필연 으로 자연의 훼손을 동반하게 된다. 많은 환경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이러한 자연훼

손에 한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으며 지 재도 많은 장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토목공학자들도 워터 론트계획  친수공간 조성  Mitigation 개념에서의 환경복원등 자

연훼손을 최소화한 개발  복원계획등을 고려하여 왔으며, 많은 엔지니어들의 심을 가지고 있는 분
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일 에 조성될 시화멀티 테크노벨리 내 치하는 철새도래지 조

성계획과 련하여 철새도래지 조성시 고려하여야 할 설계기법  방향  공학  근시 검토된 사항들

을 기 설계사례로 시하여 해안공학자들이 앞으로 친수․친환경  설계시 고려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

가 되길 바란다.

1 (주) 한동이엔씨 표이사

2 (주) 한동이엔씨 이사

3 (주) 림산업 토목사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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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04

운영중인 부유식 원유선 계류시설 이설공사
Existing SPM Buoy Relocation Project

김기홍1, 박영규2, 이충우3, 정동락3

Ki-Hong Kim1, Yong-Kyu Park2, Choong-Woo Lee3, and Dong-Rak Chung3

울산 신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온산항 진입항로가 변경됨에 따라 온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정
성 확보와 원유의 안정  공 을 해 항로상에 치한 SK No.2 SPM Buoy 이설과 이에 따른 해 배  

연장이 요구되어졌다.
본 사업의 내용은 기존 SK No.2 SPM Buoy 철거  이설 1식(325,000 DWT ), 해 배  연장  보

호 (36“x 1.25 km), SK No.3 Buoy 해 배  보호(42”x 0.63 km)하는 공사로서 2004년 12월 13일 공사
를 착수하여 2005년 9월 28일 No.2 Buoy 이설 부분 1차 공, 2006년 4월 3일 No.3 Buoy 해 배  보

호공 작업을 끝으로 최종 공 되었다.
해  송유  매설을 하여 동원된 해상장비는 로굴착 작업에 필요한 형 Hopper Dredger(1만8천m3

), 해 송유  부설, PLEM 설치  항타 장비를 장착한 해 이 라인 용 부설선인 Pipelay Barge, 
원유선 계류시설 인 SPM Buoy 설치  Anchor & Chain 연결작업은 400 Ton  Crane과 Chain 
Tensioner 장비를 장착한  Floating Crane Barge, 사석축조용 트 미  장착  실시간 해 면 사석축조 

단면을 검측할 수 있는 Multi Beam Echo Sounder가 장착된 용사석 투하 Barge 등 공사수행을 하여 
많은 첨단의 형 용작업선이 동원 되었다.
특히, 각종 시공의 정 성과 검측을 하여 첨단 측량  검측장비가 동원 되었는데, 인공 성 치측

정장치 DGPS, 해 배  부설 치  사석축조 단면 확인의 실시간 Monitoring용 Multi Beam Echo 
Sounding 측심기, 해  지장물 확인용 Sub Bottom Profiler  SPM Anchor의 매설심도 확인용 Side 
Scan Sonar, 해 배 의 매설심도와 사석축조단면의 피복두께 조사를 한 유인잠수정 Pathfinder 조사
장비가 동원되어 시공의 정 성 뿐만 아니라 획기 인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공사 다.
본 공사의 최 은 약 20년간 사용한 해 로를 해 면에서 수상으로 들어올려 신규배 과 용

이음해서 해 면으로 내려놓는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물에 항복  강도에 근 한 Stress를 
가했을 경우 강 모재의 괴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검증이었으며 다각 인 구조 안정성 검토가 수행 

되었다. 공사수행 기간  태풍 “나비”엄습, 울산 온산항  울산 본항으로 입.출항하는 수많은 선박(입
출항 선박의 80%는 액체 험화물 수송)의 왕래로 인한 번잡항로 상태에서 첨단 해상 공사 장비를 투입
하여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면서 계획공기 내에 안 하게 해상공사를 수행하여 원유수 에 지

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동북아 물류 심국가로 발돋움 할 울산 신항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

는 토 가 되었고 최 단 장비를 이용하여 본 공사를 안 하게 수행한 결과로 향후 유사공사 수행에 시

석이 될 수 있는 성공사례의 공사라 할 수 있겠다.

1 SK(주)

2 (주) 우엔지니어링

3  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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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1-01

파랑에 의한 해안구조물 주변의 지반내에서 유효응력의 변동특성해석
Characteristics of Wave-induced Effective Stresses in Seabed around Coastal 

Structure

허동수1, 김창훈2, 김도삼3

Dong-Soo Hur1, Chang-Hoon Kim2, and Do-Sam Kim3

연안역의 개발  보존과 련하여 최근 다양한 형식을 가진 해안구조물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태풍  동계계 풍 등에 의한 고 랑의 작용으로 지반침하 등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사례가 다수 보

고되고 있다. 이러한 해안구조물의 침하붕괴의 원인으로 액상화나 세굴 등이 지 되어 왔다. 동시에 그의 
발생기구를 해명하기 하여 랑에 의한 해안구조물 주변지반의 동 응답  구조물의 침하 상에 한 

연구가 다소 수행되어 왔으나 그의 성과는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장의 변
동압력으로 발생되는 구조물 주변 지반내의 응력변화특성을 고찰하고, 이로부터 액상화  구조물의 
괴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  지반을 포함한 해석 역 체에 VOF-FDM을 용한 
후, 동장과 지반의 경계면에서 주어지는 압력과 유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반내의 응력분포특성을 

유한요소법(FEM)으로 해석하 다. 그림 1과 그림 2는 동장ㆍ지반의 연성해석으로부터 계산된 혼성방
제 주변 지반내 흙의 변형  유효응력에 한 공간분포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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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적변형률의 공간분포 ( Hi/Li=0.033,  h/Li=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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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x축방향의 유효응력 σ
xx
의 공간분포 ( Hi/L i=0.033,  h/L i=0.167)

1 경상 학교 해양과학 학 토목환경공학부 조교수

2 한국해양 학교 학원 토목환경공학과 박사과정

3 한국해양 학교 공과 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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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1-02

수치모형에 의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표사량 산정
Evaluation of Sediment Transport Rate by Numerical Model

in Haeundae Beach

이종섭1, 윤은찬2, 박종화3

Jong-Sup Lee1, Eun-Chan Yoon2, and Jong-Hwa Park3

와 흐름이 공존하는 연안역에서 표사는 와 흐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부유사와 소류사의 형태로 

거동하는 복잡한 메카니즘을 지닌다. 이러한 표사이동량의 산정은 장 측의 어려움과 시간에 따른 변

화의 범 가 넓기 때문에 일반 으로 수치모형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상해역인 해운  해수욕장은 연안부근은 면이 사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외해쪽은 실트질로 구성되

어 있고, 서쪽의 동백섬 면과 동쪽의 고두말 면은 넓은 암반층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 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해빈의 부유사  소류사 럭스를 선정하기 해서는 한 면 단응력의 산정

이 필요하고, ․흐름 공존장에서 용 가능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흐름 공존장에서 용 가능한 표사수송 모형인 ‘SED-FLUX’모형(이 등, 2004)을 사

용하여 상해역의 주요 외력성분인 조류, 해빈류  랑을 동시에 고려하여 표사량을 측하고 이를 
장 측치와 비교검증을 수행하 다.
'SED-FLUX' 모형은 크게 랑변형모듈, 동수역학모듈, sediment의 확산모듈  수심변화모듈로 구성

되며, 수치계산은 real time으로 연속 으로 계산된다. 계산 차는 임의 지정된 시간간격 단 로 랑변형

을 계산한 후 이를 입력조건으로 해빈류를 계산하며, 조석은 측시기의 조시를 고려하여 real time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랑, 해빈류  조류의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sediment 확산 모듈에서 면 단응력, 
부유사 럭스  소류사 럭스를 산정하게 된다.
수치모형의 기검증은 2005년 6월의 측결과를 검증자료로 사용하 다. 이때 측된 부유사와 소류

사의 입경과 해 면 표층퇴 물의 분포로부터 3 가지 평균입경( d 50=0.1, 0.25,0.354mm)을 산정하여 각

각에 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 다. 그리고 부상 flux와 소류사 flux를 계산할 때 암반의 분포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하 다. 계산된 부유사량의 결과를 상해역의 2개 지 에서 LISST-100에 의해 
실측된 부유사농도 값과 비교하 다. 계산된 부유사 농도의 분포는 장 측치와 비교  유사하게 나타

나며, 랑조건과 조석의 변화에 따른 부유사 농도의 변화를 잘 나타내었다. 
체 계산 역에서 평면 인 표사량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해역의 표사량은 평균입경이 0.1mm인 경

우에는 부유사 수송이 탁월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동백섬 연안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류사 수송이 

지배 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상해역의 지형 인 향으로 인하여 양 단면인 동백섬 

면과 고두말 면부에 의 집 으로 인하여 강한 연안류가 발생하는데 기인한다.

1 부경 학교 공과 학 건설공학부 교수

2 부경 학교 공과 학 건설공학부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3 부경 학교 공과 학 건설공학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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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1-03

후포해빈에서 해안선의 장기변화 및 전연안표사량의 추정
Longterm Shoreline Change and Evaluation of Total Longshore Sediment Transport 

rate in Hupo Beach 

박일흠1, 이영권2, 조영준3, 선웅배3

Il Heum Park1, Young-Kweon Lee2, Young-Jun Cho3, and Ung-Bae Seon3

후포해안은 해 경사가 완만하고 조차가 30 cm 이하이기 때문에 조차에 의한 흐름은 작을 것으로 단
되며, 지형변화을 일으키는 주된 외력은 에 의한 흐름으로 단된다. 장기간의 해안선변화를 추정하기 
하여 과거의 항공사진 자료를 분석하 고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 지 후포연안에서 수심측량 작업을 

수행하 다. 한편, 장기 인 해안선변화의 검증결과로부터 10년동안 이동한 년간표사량의 평균치를 나타
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1995년  2005년의 실측된 해안선 자료는 서방 제  도류제 주변에서 해안선

이 진하고 기타지역에서는 해안선이 후퇴하거나 변화가 없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남측의 모래가 
어떤 외력에 의해 북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0 여년 동안 이동한 연간표사량의 평균
치는 약 1.5 km 구간에서, 남측으로의 표사량은 146,892 ㎥/year, 북측으로의 표사량은 2,694,450 ㎥/year 
으로서 북측으로의 표사량이 아주 우세하며 이러한 원인은 후포항에 건설된 여러 구조물의 향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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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연안표사량 년간평균치

1 남 학교 수산해양 학 MT학부 부교수

2 부경 학교 학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3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공학과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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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01

棧橋床板에 作用하는 揚壓力分布에 관한 實驗的 硏究
Distribution of Lift-force Impacting on Plane of Pier.

박상길1, 박병열2, 강덕훈2, 김가야3

Sang Kil Park1, Byung yul, Park2 Deok hun Kang2, and Ga Ya Kim3

잔교는 항만시설물로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소 만내의 락시설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공간 확보를 해 잔교를 설치하고 있다. 락시설 잔교는 잔교상부를 활용하므로 공기 유출

공을 만들면 이용측면과 안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양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잔교상 을 설계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상 에 공기유출공을 설치하지 않고, 상 하부에 양압력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는 상 의 구조형식을 고안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 다. 수리모형 실험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압력이 상 하부에 작용할 때 시계열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 하부에 압축된 공기의 분포에 따

라 양압력이 작용하는 형상이 다르다. 압축공기가 분포하는 곳의 상 의 하부에서는 완만한 곡선을, 없는 
곳에서는 매우 뾰족한 분포를 하고 있다. 둘째, 상 내의 양압력분포는 상 의 양 측변에서의 압이 

앙지 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 상 에서도 뒷(On-Shore)부분이 앞부분(Off-Shore)보다 크
게 나타내고 있다. 셋째, 잔교길기인 무차원 (l/L)의 향에 해서는 잔교의 끝부분에 큰 양압력이 작용
하고 이곳에서 l/4만큼 떨어진 곳에서 다시 양압력이 크게 작용한다. 넷째, 양압력에 미치는 수면과 상
의 공간(Clearance)을 표시하는 공간높이와 고(D/H)의 향은 D/H가 0.8인 곳에서 가장 큰 양압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도 양압력은 형경사 H/L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즉, H/L가 클수록 (D/H)가 작기 
때문에 잔교를 설계할 때 Dmax가 되는 Clearance가 생기지 않는 상 높이를 정하는 것이 안 한 설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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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부산 학교 학원 석사과정

3 동의 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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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02

케이슨 방파제 파력계산 수치모형
Numerical Model of Wave Forces for Caisson Breakwaters

서 승 남1

Seung-Nam Seo1

이슨식 방 제는 경사식 방 제와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공되거나 계획 상이 되는 방 제 

형식이다. 최근에 계획 인 방 제는 설치수심이 깊고 규모 석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시공 상의 유리한 

 등에 의해 이슨식이 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규모 방 제의 경우 장래에는 

이슨식이 가장 많이 시공될 표 인 형식이 될 것으로 상된다. 이슨 방 제의 력계산은 

Goda(1973)가 개발한 식으로 이는 기존 실 의 정성이 입증되어 일본과 우리나라 항만설계의 기 으로 

정해져 있다. 재의 Goda 식은 보완된 충격쇄 계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부사면, 슬리트 이슨과 같
이 변형된 형상에도 용할 수 있는 보정계수가 제안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이 검증된 일반 이
슨, 상부사면 이슨, 슬리트 이슨에 한 압계산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발한 이슨 압계산 
모형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Goda 식에서 압을 구하는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압을 계산하기 한 용 고(최
고)를 산정에 한 부분과 압식에 포함된 계수를 산정하는 작업이다. 최 고를 산정하는 과정은 

비선형 천수계수 산정, 쇄 내 고산정의 복잡한 과정을 거처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한 계산은 

오류 발생 가능이 높아 수치모형의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비선형 천수계수는 Cnoidal 랑이론에 의해 

Shuto(1974)가 제시한 천수계수를 사용한다. 쇄 내의 고는 불규칙 의 쇄 고 모형, 쇄 에 의한 수

면상승(wave setup)과 surf beat를 포함한 식으로 이들은 비선형 천수계수와 연 되어 있다. 압계수의 

산정은 구조물의 형상, 주기의 특성을 반 한 것으로 형상에 따라 합한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
서 이에 한 자료를 장하여 련 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이슨식 방 제 압계산에 한 본 수치모형은 “항만구조물 설계사례집(1999)”에 나타난 모든 형상

의 이슨의 압을 계산할 수 있으며 모형 계산결과는 수작업으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 다. 
수계산 자료는 수치모형의 검증에 유용하기 때문에 향 후 유사한 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 다. 이슨 방 제의 력계산은 설계에 완공시, 시공시에 따라 계산하여 안정검
토를 계산하며 한 부재의 안 검토에는 시와 곡시에 해 설정된 랑제원에 따라 계산하여야함

으로 유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반복 계산에는 매우 효율 인 수치모형의 개발이 요구되었으

며 개발한 수치모형은 모듈로 개체화되어 확장성이 좋다. 수치모형의 개발언어는 Visual Basic이며 계산
의 입출력은 엑셀 일을 이용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계산모듈은 “항만구조물 설계자동화 로그램”
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상 보정계수의 정성이 검증되면 이를 포함할 정이다.

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본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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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03

선박 충돌에 의한 방파제 구조물의 거동 평가
Evaluation of Breakwater Behavior in Collision of Ships

김종성1, 홍관영2, 정  현3

Jong-Seong Kim1, Kwan-Young Hong2, and Hyun Chung3

운항 인 선박과 련된 해양 사고는 해양 환경에 따른 자연  요인  항로 요인, 선박 요인, 교통 
요인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선박과 련된 우리나라 해양 사고는 선박의 기  손

상이나 충돌에 의한 사고 비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  손상의 경우는 낙후된 소형 어선과 

련된 사고가 부분이며, 이에 반하여 ․ 형  선박의 경우에는 충돌 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만 시설의 경우, 장래 항만 물동량의 증가  선박의 형화 추세로 인해 

항로 안 성 문제가 지속 으로 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 제 구조물과의 충돌 사고 확률도 높아지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 형  선박에 의한 해양 시설물 충돌 사고 발생시에는 구조물의 손상․붕

괴 뿐 만 아니라 선박 침몰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항로 폐쇄 그리고 유류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 
등의 심각한 사고로 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과 방 제 구조물의 충돌 해석을 통해, 충돌시 방 제의 구조  안 성과 안정성 

 선박의 침몰 여부에 한 검토를 수행하고 방 제 설계시 안 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 다. 

     

           (a) 선박과 방파제의 충돌 형상             (b) 충돌시 방파제 기초부 및 상부 변위량 변화

1 (주)오션스페이스 과장

2 (주)오션스페이스 사원

3 (주)오션스페이스 표이사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731

SC2-04

혼성방파제 전후의 위상차를 고려한 파력의 3차원 특성에 관하여
On 3-D Characteristic of Wave forces on Composite Breakwater with Consideration 

of Phase Difference

허동수1, 염경선2, 배기성1

Dong-Soo Hur1, Gyeong-Seon Yeom2, and Ki-Sung Bae1

최근 태풍  동계계 풍 등의 향으로 고 랑에 의한 연안역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해안구조물에 

의한 랑에 지의 감쇠가 해안방제의 주요 으로 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먼  정확한 랑

에 지의 측이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재 혼성방 제와 같은 해안구조물의 설계시 검토해야 할 필

수항목  하나인 력 산정에는 GODA식과 같은 력공식이나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결과값들을 용하
는 것이 일반 이었다. 하지만, 구조물형식의 다양화에 따른 작용 력의 변화  력의 3차원 인 특성

을 악하기 해서는 력공식이나 수리모형실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듯하며 정도 높은 3차원 수치계
산법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성방 제를 상으로, 투과성 구조물에도 용 가능한 3차원 Large Eddy 

Simulation 기법을 새롭게 제안하여, 사석 마운드로의 랑 투과  단부에서의 회  효과로 인한 혼성방

제 후의 상차를 고려한 력의 3차원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Fig. 1은 혼성방 제 직립벽의 정수면 치에 작용하는 압의 시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회 의 향

을 고려하지 않고 사석마운드로의 투과 유무만을 고려한 경우(○,△)와 회 의 향을 고려하면서 사석마

운드로의 투과 유무를 고려한 경우( ,×)의 압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회   사석마운드를 투과한 

로 인해 혼성방 제 후에서 상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혼성방 제에 작용하는 압이 각각 다른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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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0

1.0

2.0

p 
/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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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정수면 위치에 작용하는 파압의 시간변화(B0/Li = 0.5)

1 경상 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2 경상 학교 토목환경공학부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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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3-01

VOF법에 의한 부방파제의 동적 거동 해석
Dynamic Behaviors of Floating Breakwater Based on VOF Method

김도삼1, 김창훈2, 최낙훈2

Do-Sam Kim1, Chang-Hoon Kim2, and Nack-Hoon Choi2

최근, 항내ㆍ외의 해수교환성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본래의 기능과 해안환경의 보존  개선이라
는 환경 인 측면에도 우수한 기능을 동시에 갖는 부방 제에 한 연구가 국내ㆍ외 으로 리 수행되

고 있다. 랑하 에 의한 부방 제의 동 응답  수리학  특성은 부방 제의 랑제어기능  안정성

을 검토하는데 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부방 제의 동 응답에 한 기존연구들은 포텐셜이론에 근거한 

연구가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이 비쇄 의 약비선형 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쇄   

월 를 포함하는 강비선형의 랑과 부방 제와의 간섭문제 등에 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부방 제 주 에 발생하는 와에 의한 랑에 지감쇠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유체운동에 항으로 주

어지는 별도의 경험계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 한 VOF(Volume 
of Fluid)법과 PBM(Porous Body Model)을 용함으로써 강비선형의 랑과 부방 제의 동 응답을 시간

발 형으로 해석하 다. 그리고 시간 역에서 주어지는 부방 제의 유한변   부방 제 주변의 수리학

 특성을 실험결과와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1은 부방 제의 수평 

 수직운동의 시간변화에 해 실험치와 본 수치해석결과와의 비교를 나타낸 그림의 일례이며 한 

랑조건에 따른 부방 제의 수평  수직운동의 평균진폭의 일례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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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방파제의 수평 및 수직운동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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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방파제의 수평 및 수직운동의 평균진폭

1 한국해양 학교 공과 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 한국해양 학교 학원 토목환경공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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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

괴모드

MVFOSM FORM MCS
 ≃  ≃ 

활동
평상시 6.193 0 6.210 0 0
지진시 1.862 0.0313 1.862 0.0313 0.0314

도
평상시 24.06 0 24.07 0 0
지진시 6.483 0 6.483 0 0

지지력
평상시 13.10 0 13.67 0 0
지진시 12.12 0 12.64 0 0

표 1. 신뢰성해석 결과

SC3-02

심층혼합처리지반에 설치된 안벽의 신뢰성해석 및 민감도분석
Reliability Analysis and Sensitivity Analysis of Quay Walls Constructed on 

Deep-Cement-Mixed Ground

박옥주1, 허정원2, 김영상2, 정경환3

Ock-Joo Park1, Jungwon Huh2, Young-Sang Kim2, and Gyeong-Hwan Jeong3

행 국내 해안구조물의 경험  안 율을 사용한 확정  설계기 은 차후 국제표 화에 응하기 하

여 신뢰성기반 성능설계법으로의 개정에 목표를 두고 기  연구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 

국제 으로도 신뢰성기반 설계를 국제 표 규격 ISO로 채택하기 한 논의가 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심층혼합처리지반에 설치된 해안구조물의 신뢰성기반 설계법과 련된 기   응용연구가 필연 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뢰성기반 설계의 구 을 하여 심층혼합처리공법에 의해 벽식

(wall type)으로 개량된 지반에 설치된 표  해안구조물인 안벽의 기 -상부 구조계에 한 주요 설계변
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신뢰성해석기법을 용하여 활동, 도  지지력안정성 한 정량  험도

평가와 확률변수의 분포형태에 따른 향 검토하 다. 각 괴모드에 한 한계상태함수를 명시 으로 

제시하 으며 LevelⅡ 신뢰성기법인 MVFOSM(Mean Value First-Order Second Moment)과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그리고 LevelⅢ 신뢰성기법인 MCS(Monte Carlo Simulation)를 용하 다. 
제 단면의 주요 신뢰성해석 결과를 보면, 신뢰성해석방법(MVFOSM, FORM, MCS)간에 일 된 해석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고려한 한계상태함수가 선형

이며 모든 확률변수를 정규분포로 가정하 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한 지진시 활동 괴가 가장 

험한 괴모드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 기본 확률
변수의 분포형태가 신뢰성해석의 결과에 큰 향을 

나타내므로 확률 분포형태를 엄 한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1. 설계진도의 분포형태에 따른 파괴확률
         

그림 2. 설계진도와 마찰계수의 분포형태에 

따른 파괴확률

1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해양공학 공 박사과정

2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해양공학 공 조교수

3 (주)동아지질 표이사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734

Head, 32ton TTP

East Breakwater

Trunk, 20ton TTP

Wave

   그림 1. 태풍 매미시 신항동방파제의 피해상황

파괴영역

 그림 2. 제두부 파괴실험결과

SC3-03

신항 동방파제의 태풍매미에 의한 파괴과정 및 내파안정성
Failure Process of East Breakwater at Busan Newport by Typhoon Maemi and its 

Stability against Wave Action

강윤구1, 김홍진2, 류청로3

Yoon-Koo Kang1, Hong-Jin Kim2, and Cheong-Ro Ryu3

신항(Busan Newport)는 2011년 완  개항을 목표로 부산 서측에 건설 이며, 외측에 동방 제와 서방

제를 설치하여 항내정온도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방 제가 설치된 지역은 연약층이 55m정도로 매우 
깊어 건설비 감  공기단축을 해 상부 12m에 해 부분굴착치환하여 지반침하를 리하면서 장기
침하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방 제를 건설하 으나, 공사도  서방 제의 일부가 침하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이의 책으로 방 제 침하에 따른 방 제 후방에서의 연약 토의 융기제어를 해 폭 60m, 두께 
3m의 압사석을 포설하 다. 

2003년 9월 12일 우리나라 남동부에 기록 인 피

해를 입힌 태풍 '매미' 매습시 신항 동방 제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제두부의 상치공이 도될 정
도로 제두부에서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 다. 한편 제
간부에서는 소 블록이 약간 산란하는 정도로 피해

가 경미하 다. 이때 내습 랑은 당  설계 고

(5.5m)보다 약 35%정도 상회하 다. 
본 논문에서는 태풍 매미에 의한 동방 제 제두부

의 괴과정을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규명하고, 한 제간부의 내 안정

성에 해서 검토하 다. 수리모형실험에서는 태풍내습시에는 태풍진행
에 따른 수 상승(Storm surge)과 고변화가 동시에 발생함에 착안하여 
수   고를 실시간 재 하면서 제두부의 괴과정을 재 하 다. 
한 제간부에 해서는 방 제의 면에 두께 3m의 압사석에 의한 수심
감소를 고려한 고의 변화의 향을 검토하 다.
제두부의 괴는 조   고조에 의한 수 상승에 의해 수 가 상부공

까지 상승하고, 동시에 고증가에 의해 피복블록의 괴가 시작되고, 상
부공 하부로부터 내부사석의 흡출이 발생하 다. 이어서 수 하의 과정에서 피복블록과 내부블록의 

괴가 넓은 역에 걸쳐 발생하 다(그림-2). 이런 과정에서 상부공이 침하․ 도된 것으로 단된다. 제간
부에서는 압사석에 의한 수심감소로 인해 내습 랑의 고가 설계 고의 약 10%정도까지밖에 상승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제두부에 비해 상 으로 피해가 경미하 으며, 향후 보다 큰 랑 내습시에도 제간부
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1 주)삼성물산 건설부문 토목사업본부 항만

2 부경 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3 부경 학교 환경해양 학 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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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3-04

강관파일 커튼 방파제의 수리특성 검토
Hydraulic Investigation of Steel Pile Curtain Breakwater using Hydraulic Model Test.

편종근1, 김규한2, 정후영3

Chong-Kun Pyun1, Kyu-Han Kim2, and Hoo-Young Jung3

우리나라 항만의 방 제 형식으로서는 사석 경사제  혼성제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
사비와 련된 경제성과 환경  측면을 토 로 신형식의 다양한 방 제가 고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직립식 차수벽 방 제는 방 성능도 양호하면서 친환경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연약지반 시공성은 여 히 문제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강 말뚝 커튼 방 제는 강  말뚝이 지반에 고정되고 강 말뚝사이 혹은 면

에 커튼방 제가 설치되는 형상이다. 때문에 연약지반 시공이 용이하고 친환경 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식의 특수 방 제에 한 시공경험이 없으며 수리특성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용성을 한 각종 기 자료의 확보와 향후 최 단면의 제시를 해서는 강 말뚝 커튼방 제의 

수리특성을 면 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차원 단면조 수조에서 수심과 말뚝의 직경은 고정시키고 일의 간격과 커튼의 흘수를 변화시키면

서 다양한 랑조건에 하여 반사율, 투과율  모멘트를 측정하 다.  기존에 개발된 수학  모형들

을 용해 으로써 수리모형실험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고자 하 다. 그리고 반사율을 감시키기 한 
효율  단면을 구상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결과를 분석하 다.

1 명지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2 동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교수

3 (주) 세일종합기술공사 항만부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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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01

조석환경에서의 교각 국부세굴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for Local Scour at Tidal Current

김창성1, 곽문수2, 여운광3, 김정환4

Chang-Sung Kim1, Moon-Su Kwak2, Woon-Kwang Yeo3, and Jeong-Hwan Kim4

해상에서의 세굴 상은 매우 복잡하여 그 발생기구(mechanism)를 정확히 규명해내기란 매우 어렵다. 
그 주된 이유로는 수심이나 유속, 유향 등의 흐름 상태뿐만 아니라 면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구조, 해역
의 지형조건, 고  향의 랑조건, 조석에 의한 조류운동 등 수많은 향인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재 세굴에 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부분 특정 가정에 의해 

수행된 경우로 제안된 조건에 따라 산정식의 한계가 있으며 실제 교량에 용할 경우 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조석하천이나 해안에서는 기존의 세굴심 산정식들을 그 로 용하기 해서는 공학  

단이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 인 세굴심 측을 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양방향 
흐름모의가 가능하게 실험 수로를 제작하여 실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굴 상을 재 하도록 노력

하 다. 실험 상은 재 건설 에 있는 인천 교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 실험장비로는 3차원 유속계, 
음  수 계 등을 이용하여 교각주변에서의 유속 등을 측정하 고 자체 제작한 이  하상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세굴심을 측정하 다. 실험결과에서 얻어진 교각의 국부세굴심은 실제 건설 인 교량의 합리
인 세굴방호 책 마련의 기 자료로서 활용할 것이다.

그림 1. 양방향 실외 실험수로(L=20, B=6 m)

         

그림 2. W1 교각 실험

1 명지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사과정

2 명지 문 학 토목과 부교수

3 명지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4 삼성물산 건설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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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02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인천 제2연육교의 세굴평가
The Scour Estimation of Inchon 2nd Bridge Piers using a Realtime Field Monitoring 

장복진1, 박상구2, 이종국3, 여운광4

Bok-jin Jang1, Sang-gu Park2, Jong-kook Lee3, and Woon-kwang Yeo4

우리나라에서는 홍수시 매년 평균 100여개의 소교량이 세굴문제로 붕괴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
다(여 등, 2005). 이처럼 세굴은 교량안 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매우 요

한 안 요소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인천 제2연육교의 경우 지반, 수리  해양분야의 문가로 을 구성
하여 인천만의 해양조사, 흐름  국부세굴실험, 기 의 세굴율 실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

굴평가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 제2연육교의 세굴평가 노력  해상교량의 실시간 세굴 모니터링 방법과 수행 

결과를 정리하 다. 장 모니터링은 교량 시공 부터 시공 인 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해상 흐름특성

과 세굴변화를 실시간으로 악하는데 주안 을 두고 교각기 에 유속  조 를 측정할 수 있는 2차원 
유속계(Argonaut_SL)와 세굴심을 측정할 수 있는 교량세굴센서(UDM200)을 설치하 으며, 측정된 자료
는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송할 수 있도록 CDMA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다.

모니터링 결과 시험말뚝 W6에서는 깊이 약 3m, 폭 약 7m의 세굴공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W8 말뚝
에서는 깊이 약 4m, 폭 약 5m의 세굴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굴공들은 시험말뚝 설치 직후 
약 3~4주 이내에 형성되었으며 이후 약한 세굴과 되채움으로 평형상태에 이르 음을 알 수 있었다. 장

의 흐름조건 변화와 세굴심 등 모든 기간의 모니터링 자료들은 수치, 수리 모형실험의 기  자료  비교 

분석을 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 다.

1 명지 학교 공과 학 토목환경공학과 박사과정, (주)데이타피씨에스 과장

2 (주)데이타피씨에스 차장

3 (주)데이타피씨에스 CEO

4 명지 학교 공과 학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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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03

고창해역의 돌제구조물 주변의 침퇴적 현상모의
Simulation of Sedimentation Around Jetties in Kochang Coastal Area

서승원1, 유경선2

Seung-Won Suh1, and Gyeong-Seon Yoo2

  고창해역은 규모 원자력발 소가 치하고 있어 온배수를 배출하여 이 일 해역은 주변해

역보다 창조시 5℃, 낙조시 2℃가량 수온이 높게 나타난다. 수온의 이러한 변화는 해수의 도변화에 향
을 미치며 이로 인해 미세 착성 물질의 침퇴  특성이 일반해역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진다. 한 

온배수 확산 범 를 감시키기 하여 축조된 돌제구조물은 유동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조간 의 

침퇴  환경변화에 직 으로 향을 끼칠 것이다.
조간 에서 고수온 가 주기 으로 변화될 때의 침퇴 을 다룬 연구는 국외 연구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악되었고, 국내의 경우도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나, 안(1989)이 성토의 실험  내용을 다룬 기의 연구

로 한계소류력의 계를 다룬 것이 있고, 황(2002)이 근자에 미세 착성 퇴 물의 물성특성에 한 것을 

다룬 연구가 있지만, 실험  연구에서도 수온의 변화에 따른 물성의 변화는 다루지 않았다. 수치모형을 이용
한 침퇴 의 변화를 다룬 것은 실험  연구에 비해 보고된 연구자료가 다수 있다. 강(1991)이 단순한 만에서
의 세립퇴 물의 퇴 특성을 다룬 연구가 있고, 실제해역에서의 모델링을 한 연구로는 최(1989)가 강하
구에서 조석의 향을 받는 경우의 토사이동을 다룬 것과, 동해역에서 서(1996)가 하구 퇴 의 특성을 측

과 수치모델링에 의해 악하 던 연구가 있다. 그 외에도 퇴 물의 물성 특성 이해를 한 장  실험 인 

연구와 물성의 특성을 활용하여 착성 니토의 침퇴  상을 밝히는 방법으로 수치모형을 이용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서해 부연안역에 치하고 있는 고창해역으로 원자력발 소가 있어 임해발 소의 냉각수 흐름을 

외해로 유도하기 한 방류제를 포함한 돌제와 함께 어항의 연육교 등의 건설로 일  해역에 한 해수유동

의 변화와 함께 해 지형의 변화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돌제구조물 축조로 인해 야기되는 침퇴  

상을 ECOMSED를 통해 모의하고자 한다. 이때 고수온의 변화에 따른 착성 질의 침퇴 을 다루기 

하여 연구 상해역에 한 3년여에 걸쳐 장조사를 통해 얻은 수온 자료와 1년 6월에 걸쳐 조사한 지형변
화자료를 토 로 하여 침퇴  모델인 ECOMSED를 용하여 침퇴  상을 분석하다. 장조사 값과 침퇴

 모델링을 통한 모의한 결과를 상호 비교 ․ 검증을 통하여 고수온이 주기 으로 변화되는 조차해역에서

의 침퇴  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해역의 침퇴  상을 모의하기 에 연구 상지인   고창해역을 단순화하여 

52×7(cells:가로 200m×세로500m)개의 격자 즉, 10km×2.5km로 구성하여 침퇴  상을 악하고 고수온

이 주기 으로 반복될 때 착성 질의 퇴 상을 알아보고자 했다. 단순해역에서의 모의결과 Ecomsed
에서는 수온 변화에 따른 침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고창해역의 수치모형을 운용하기 

해서는 상해역을 직교 곡면형 선형좌표계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를 취하는 SeaGrid
로 51×81로 총 4131개의 셀로 구성하여 모의하 다. 그 결과 단순해역에서와 같이 수온에 따른 침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돌제주변으로 1~9mm/month의 퇴 이 나타났다.

1 군산 학교 해양 학 해양시스템공학 공 교수

2 군산 학교 해양산업공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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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04

금강하구역의 해수유동 및 표사이동 수리모형실험
Tidal Current and Sedimentation Model Test at Keum River Estuary

조휴상1, 성하근2, 박구용3, 편종근4

Hyu-Sang Cho1, Ha-Keun Sung2, Koo-Yong Park3, and Chong-Kun Pyun3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에서 해안물리 상의 엄 한 규명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상을 규명하고자 여러 가지 수치모형들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수리모형실험은 제약
조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구수리학의 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강하구역에 하여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강하구역에서의 수리학  변화를 규명하고,특정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수리학  변화를 측하여 보았다. 
수리모형실험은 실험의 정성을 고려하여 왜곡모형으로 하 으며, 수평축척은 1/600, 연직축척은 

1/120으로 하 다. 의 축척  길이에 한 표축척은 1/120으로서 지수심 20m를 모형수심으로 환산
하면 16.67cm이고, 유속에 한 축척은 1/10.95이다. 실험은 해수유동, 소류사와 부유사모형실험으로 크
게 3가지로 분류하여 수행하 으며, 실험 검증을 한 자료는 2001년과 2002년에 장에서 시행된 측
자료를 이용하 다.
해수유동실험결과와 측자료와의 검증에서는 조   조류 모두 다 잘 일치하 으며, 측실험 결과 

추후 사업수행으로 인한 군산내항과 외항의 조 는 약 3cm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측되었으며, 신설되는 
호안의 면에서는 상태 비 유속이 약 1.5∼2.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류사에 한 수리모형실험결과 호안공사가 진행될수록 국부세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

안 완공후 최  세굴심은 5.3m로 나타났다.
부유사와 소류사에 하여 동시에 실험을 수행하 으며, 2001∼2002사이 수심측량 자료를 분석한 결

과 군산내항에서 강하구둑 사이에서의 표사량은 년간 약 20cm/yr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결과에서
는 동측 호안의 배후지역에서의 평균표사이동량은 약 15cm/yr로 나타났으며, 세굴지역은 호안의 바깥쪽
과 설토투기장 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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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Current observed points in the model   Fig. 2. Comparison of tidal level in prototype and in model

1 (주)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2 (주)한국해양과학기술

3 건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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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05

금강하구둑 축조 전․후의 지형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opography Change of the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at Geum River Estuary Dike

신문섭1, 김재형2, 이건탁3

Moon-Seup Shin1, Jae-Hyoung Kim2, and Gun-Tak Lee3

강하구는 복잡한 지형  변화  천해특성에 기인된 조석의 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곳이다. 군산항
은 1899년에 개항된 이후 큰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1974~1979년에 외항의 건설이 이루어졌고, 
재는 하구 입구인 명암으로부터 8km, 18km, 22km 지 에 군산외항, 장항항  군산내항이 각각 치
하게 되었다. 강하구는 하구둑의 축조 후 수문이 닫히기 까지 강으로부터 공 되는 유사로 인해 

퇴 되었다. 그래서 군산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심을 확보하기 하여 주기 으로 설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1994년 8월 강하구둑 수문의 닫힘과 북측도류제  남측도류제와 군장국가공단 조성사업 
 새만  4호 방조제 건설 등의 향으로 강하구 일  해역의 흐름이 격히 변화되고 있다.
강하구둑 축조 ․후의 해수면 변화와 조석체계에 한 연구들을 보면, 서 등(1995)은 1960~1993년

까지의 조 자료를 분석하 고, 서(1998)는 군산내항의 조 자료를 조화분해하여 반일주조의 진폭증가를 

연구하 다. 한 안 등(1995)은 만 내부에서 진폭의 증가요인을 조사하 으며, 권 등(1997)은 해수면의 
변화와 반일주조의 진폭에 하여 연구하 다. 그리고 최 등(1987)은 강하구둑 건설에 따른 변화에 
해서 1차원 수리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평균 조차, M2, 분조와 S2 분조의 변화를 측하 다. 강하구둑 

축조 ․후에 한 지형변화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해도가 새롭게 제작된 1958년, 1966년, 1971년, 
1979년, 1996년, 1999년의 해도자료를 이용하여 퇴 변화를 알아보았다. 한 강하구둑 축조 ․후의 

조석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퇴 변화 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연도별 각 구간의 수심 분포도

1 군산 학교 공과 학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2 군산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3 군산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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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06

새만금 조간대 갯벌지형 영상 관측 고찰
Study on the Saemankeum intertidal flat topography 

observation using camera images. 

김태림1, 박석광1

Taerim Kim1, and Suk Kwang Park1

최근 새만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새만  방조제 외측에서의 갯벌 

생성에 한 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 까지 간척 사업의 상으로만 여겨졌던 갯벌은 그 생산성에 

한 경제  효과와 환경 인 요성이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국민  심도가 매우 높다. 특히 간척 사
업으로 축조된 방조제 외측에서의 새로운 갯벌의 생성 여부는 간척사업의 효용성에도 향을 미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갯벌 지형은 주기 으로 공기 에 노출되는 해안지형으로 폭이 매우 넓고 진흙으로 구

성되어 그 지형을 측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장 측의 경우 말뚝 등을 이용한 국지 측만

이 이루어졌으며 넓은 조간  지형에 한 동시 측은 시간과 갯벌 특성으로 인하여 시도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상을 이용하여 조간  갯벌 지형을 측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주기 으로 조간

를 왕복하는 수륙경계선은 등심선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물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조간 를 촬

하여 그 수륙 경계선을 추출한다. 추출된 경계선은 공선 방정식을 이용하여 공간 인 치에 한 정보를 

산출하며 이를 모두 통합함으로서 조간  3차원 지형 자료를 얻게 된다.

1 군산 학교 해양과학 학 해양시스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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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요소법에 의한 직립원주의 수치해석
The Numerical Analysis of Vertical Cylinder by Boundary Element ethodMethod

김남형1, 박민수2

Nam-Hyeong Kim1, and Min-Su Park2

해양구조물에는 그 목 과 기능, 역할, 사회 인 요청의 정도, 주 의 환경, 규모, 설치수심, 설계․시공
과 같이, 각각의 면에 있어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해양 구조물과 주변유체와의 상호작용은 구조물에 
의한 의 회 ․산란과 작용 력의 문제는 속도 포텐셜에 한 경계값 문제로 취 한다. 선형화된 자유
표면조건을 이용하는 것을 선형 회 이론이라 하며 선형 회 이론은 이론  취 이 용이한 것으로부

터 여러가지 계산법이 제안되고 있다. 원기둥에 의한 의 산란문제는 해양공학 분야에서 해석해가 존재
하는 표 인 문제로 MacCamy and Fuchs(1954)의 해가 제안되어졌으며, 원기둥 표면의 고와 최
고는 Sarpkaya and Isaacson(1981)에 의해 표 되었다. 
경계요소법(김과 서, 1995; 김 등, 2004)은 분방정식의 유도방법의 차이에 의해, 직 경계요소법

(Direct boundary element method)과 간 경계요소법(Indirect boundary element method)으로 나 어진다. 
직 법은 Green의 분공식이나 Cauchy의 분공식 등을 이용하여 분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 경계요소법에 Green함수를 사용하여 경계조건으로서 양단에 포텐셜값 ( )φ 을 지정하

고, 일단에서 포텐셜값 ( )φ 과 타단에서의 미분한포텐셜 ( )dxd /φ 값을 지정하는 Dirichlet형 경계조건을 사용

하여 수치해석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수치해석 로그램을 검증하기 해 직립원주에 의한 랑의 산
란문제에 한 표 인 해석해인 MacCamy and Fuchs(1954)의 해석해와 비교하고,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 고는 Williams and Mansour(2002)의 해석해와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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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수직원형실린더에 작용하는 파력          그림 2. 수직원형실린더에 작용하는 최대파고

               (h/a=5.0)                                       (h/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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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 토목해양공학과 석사과정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743

P02

직립벽을 따른 일방향 불규칙파의 연파해석
Stem Wave Analysis of Uni-directional Random Waves along a Vertical Wall

이종인1, 김영택1

Jong-In Lee1, and Young-Taek Kim1

연안개발을 해 설치되는 구조물의 부분은 천해역에 건설되고 있으며, 안정하고 경제 인 구조물을 

설계하기 해서는 랑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직립방 제 는 직립안벽 등과 같은 

구조물은 사석경사제와는 달리 면에 선박 등을 안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이러한 직립구조물에 랑
이 경사지게 입사하면 구조물을 따라 진행하는 연 (stem wave)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직립구조물의 마
루높이 등의 결정시 연 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선박의 형화 등으로 인해 정 수심을 확보

하기 해 수심역에 항만을 건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심역에는 건설비의 경감 등을 
해 직립식 방 제의 건설이 선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립구조물의 마루높이 산정 등과 련된 분야에 용될 수 있도록 직립구조물에 의한 

연 발생특성을 수리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 다. 수리실험은 비쇄 조건의 일정수심상에서 

수행하 으며, 입사 는 규칙   일방향 불규칙 를 상으로 하 다. 한 수치해석은 고차 Boussinesq
방정식을 이용하여 연 특성의 변화를 해석하 으며 수리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규칙
  불규칙 의 연 특성에 있어 뚜렷한 차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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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규칙파 및 일방향 불규칙파 해석결과(입사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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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

잠제에 의한 불규칙파랑의 특성변화
Vari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rregular Waves due to Submerged Breakwater

이상기1, 김창훈1, 허동수2, 김도삼3

Sang-Ki Lee1, Chang-Hoon Kim1, Dong-Soo Hur2, and Do-Sam Kim3

고 랑으로부터 해안침식을 방지하고, 연안해역의 정온화를 도모하기 하여 로부터 다양한 해안․
항만구조물들이 건설되어 왔다. 그 에서 잠제는 랑  표사제어라는 본래의 기능 인 측면 이외에 

막 한 공사비를 감시킬 수 있는 경제 인 측면, 연안해역의 경 인 측면  용이한 해수교환에 따른 

환경 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기능구조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잠제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사빈유실방지 
책공에 용되어 기시공된 가 있고, 해운 해수욕장의 사빈유실방지에도 그의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잠제에 있어서 랑제어기능은 규칙 에 한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해양 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불규칙 를 상으로 한 검토는 충분히 수행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 매체에 한 용이 가능하며 무반사 조 시스템을 겸비한 2차원수치

동수로를 이용하여 일정수심의 불규칙 동장내에 설치된 투과성잠제의 주변에서 랑에 지의 변화특성 

등을 검토한다. 이때, 입사 랑은 Bretschneider-Mitsuyatsu 스펙트럼으로 조 되었다. 그림 1은 투과성잠
제의 후에서 입사 랑조건에 따른 평균 랑에 지의 변화특성을 나타낸 결과의 일례이다. 그리고 잠제
의 ․후면에서 얻어지는 에 지스펙트럼의 일례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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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입사파랑조건에 따른 평균파랑에너지()의 변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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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제 전 ․ 후면에서 에너지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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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커튼식 방파제와 계단 통과시의 미소진폭파 변형 특성 계산
Wave Transmission through Curtain-Type Breakwater and Step

김효섭1, 정병순2, 임도한3, 이대주3

Hyoseob Kim1, B.S. Jung2, D.H. Lim3, D.J. Lee3

친환경 인 면이 두되는 재 시 에서 바다의 오염을 이고 방 제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튼식 방 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항만 구조물의 발 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커튼식 방 제에서의 

랑의 변형을 고유 함수 확장 방법(eigenfunction expansion method;Isaacson, et al.,1998)으로 다음의 구
조물(그림 2, 그림 3)과 비교하여 변형을 계산하 다. 흐름장을 복소포텐셜 함수를 이용하여 표 하 으

며 구조물 표면에는 직교함수 집합(orthogonal function series)을 경계면에서의 경계 조건으로 기술하 다. 
커튼식 방 제와 계단 구조물에서의 랑의 변형 계산결과를 반사율과 통과율의 에서 비교하 다. 
개구 비율이 통일한 경우 계단이 더 큰 통과율을 가짐을 보 다. 다양한 랑과 계단의 높이 수심에 한 
정확한 수리  특성에 한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1. 커튼식 방파제

  
그림 2. 하단 구조물

  
그림 3.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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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신경망을 이용한 방파제 피복제의 안정성 예측
Stability Prediction of Armor Blocks of a Rubble Mound Breakwater

using Probabilistic Neural Networks

김두기1, 김동현2, 장성규3, 장상길4

Doo-Kie Kim1, Dong-Hyawn Kim2, Seong-Kyu Chang3, and Sang-il Chang4

방 제의 피복재 설계를 해서 Hudson이 최 로 설계식을 제안한 이래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

다. 그 에서도 van der Meer(1987)의 안정식은 재 리 사용되고 있는 식 의 하나이다. 이 식은 
많은 설계 장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지만 오차 한 많이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Mase(1995) 등에 의
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방 제의 안정성을 측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van der Meer의 식보다 
더 정확한 측 결과를 보여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는 van der Meer의 실험결과  천단
구조에 해당하는 실험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 으나, 김동  등(2002)은 
van der Meer의 실험결과 모두를 이용하여 방 제의 피복재 안정성을 측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

한바 있다. 일반 인 인공신경망은 훈련패턴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추정결과도 확정 인 결

과를 나타내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이론과 신경망이론을 결합한 확률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방 제의 피복재 안정성을 평가하 고, van der Meer의 모델식과 인공신경망 그리고 확률신경
망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 다.

1 군산 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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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 학교 토목환경공학부 석사

4 군산 학교 토목환경공학부 석사



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06년 5월 15(월)～16(화)
부산 BEXCO

747

P06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확률신경망 능동제어
Active Control of Fixed Offshore Structures using Probabilistic Neural Network

김두기1, 장성규2, 김동현3, 김상훈4

Doo Kie Kim1, Seong Kyu Chang2, Dong Hyawn Kim3, and Sang-Hoon Kim4

해양구조물은 랑, 바람, 지진 등의 하 을 받고 있으며, 해양구조물의 구조  괴는 인명  재산 

피해와 함께 해양오염 등의 문제를 래하므로, 해양구조물의 안정성은 가장 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랑에 한 해양구조물의 안정과 피로수명  사용성의 에서 동 응답의 감소는 요한 문제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구조물의 진동제어를 하여 본 논문에서는 확률신경망을 이용한 능동제어 
기법을 제안하 다. 능동제어를 하여 LQR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양구조물의 변 와 속도를 입

력으로 하고 제어력을 출력으로 하는 확률신경망의 훈련패턴을 구성하 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수
치 으로 시뮬 이션한 랑하 을 받는 고정식 해양구조물에 하여 능동제어를 수행하 으며,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법이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능동제어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1 군산 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2 군산 학교 토목환경공학부 석사

3 군산 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교수

4 우건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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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발전소 배수로에서의 거품저감 방안 연구
Foam Reduction at Discharge Channel of a Power Plant

김창일1, 오영민2

Chang-Il Kim1, and Young-Min Oh2

부분의 발 소에서는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해로 배출되는 부분의 배수로 방류단에 
거품을 발생시키고 있다. 근래 들어 환경에 한 심고조로 배수로 상에서 발생하는 거품의 환경에의 
향여부와 발생 억제 방안이 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 소가 단지화되고 기존의 발 소에 신규

호기를 증설하는 경우가 많아 냉각수 방류량이 크게 증가하여 거품발생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냉각수를 방류하면서 나오는 거품은 일반 거품과는 달리 미 상으로 좋지 않아 일반인은 막연히 유해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배수로에서의 거품은 해수 의 동･식물성 랑크톤의 단백질, 용존 양염류와 무
기염류등 유기성분이 기포와 결합되어 발생하므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 그러나, 거품이 미 상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므로 거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
력기술주식회사, 1994).
거품 감 차의 1단계에는 발생된 거품을 한 곳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거품을 효율 으로 처리하는 2

단계 거품처리로 나뉠 수가 있다. 거품수집은 발 소의 배수구를 통하여 방류되는 냉각수에 있는 거품과 

배수되면서 공기가 연행되어 생성된 거품들을 제거하기 한 선행 작업으로써, 거품을 처리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해역에 거품을 수집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효과를 확인하

는 것이 확실한 방안이지만 장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면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배수로에 감쇄공을 설치해 방류해수의 유속을 감하고 동수경사를 이루게 하여 한 곳으

로의 흐름을 형성하고 거품유도 을 설치해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거품을 수집하 다.

그림 1. 거품저감을 위한 평면수리모형실험

1 한국해양연구원 항만․연안공간연구사업단 연수연구원

2 한국해양연구원 항만․연안공간연구사업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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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주변해역에 대한 수치모델 연구
A Numerical Model Study about Circumstance Sea Area at the Bay of Gomso

신문섭1, 이동주2, 이건탁3, 김재형4

Moon-Seup Shin1, Dong-Joo Lee2, Gun-Tak Lee3, and Jae-Hyoung Kim4

해안 간척사업은 바다에 방조제가 건설되기 때문에 직 으로 어장이 소멸되고 환경의 변화가 오게 

된다. 특히 조석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수질환경과 생태환경에 직 으로 향을 끼친다. 조   조류속

의 변화는 연안생태계와 수질에 큰 향을 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는 국지  기상변화와 함께 해안선

의 퇴 , 침식 체계의 변화를 래한다. 본 연구의 상해역인 곰소만은 조기, 새우, 민어 등의 어업과 
백합, 바지락 등 패류의 수산 양식업이 발달했으며, 삼양염 , 곰소염  등 천일제염이 이루어지는 유명한 

염 이 있다. 그러나, 새만  방조제 건설사업 이후 수질 악화  생물자원 등의 훼손과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곰소만 연근해의 어족이 어들고 수심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장손실에 한 처 방안으로 
여러 가지 구조물개발  인공간석지 조성 등이 있다. 이에 곰소만 주변 해역에 해서 흐름을 분석하여 
곰소만 주변에 구조물 설치  인공 간석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60cm

150cm

170cm

170cm

180cm

180cm

190cm

그림 1. 곰소만 주변의 진폭도

1 군산 학교 공과 학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2 군산 학교 공과 학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3 군산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4 군산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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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의 영향에 따른 폭풍해일 변화
Change of Storm Surge by Tidal Effect

박선중1, 문승록1, 강주환2

Seon-Jung Park1, Seung-Rok Moon1, and Ju-Whan Kang2

우리나라는 다른 계 보다 조 가 높은 여름에 태풍이나 열 성 기압이 통과하여 해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서남해안은 조석의 향이 큰 해역으로 태풍에 의한 해일과 조석의 비선
형 작용으로 기상의 효과만으로는 해일이 높지 않았던 때에 조 와 복합작용으로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할 수 있다(문일주 등, 2003)고 하 다. 조석의 상에 따라 태풍에 의한 해일고가 조시에 발생하면 
2002년 태풍‘루사’와 같이 큰 해일고에도 피해는 크게 어들지만, 해일의 발생이 고조시와 겹치면 2004
년 목포해역과 같은 해수범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일과 조석의 비선형 작용에 의한 
해일고 산정과 서남해안 주요지 에서 조석 상에 따른 해일고 변화 양상을 고찰하 다.
수심도는 역(30°× 30°)과 우리나라 서남해안을 포함한 간역(4°× 4.5°)으로 구성하 고, Bengal만에 
용(Madsen 등, 2004)된 MIKE 21 모형을 활용하 다. 수치모의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 는데, 첫 번째 
수치모의는 태풍‘루사’의 진행경로  최 풍속, 심기압 등의 자료로부터 해상풍 자료를 생성하여 조석

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압과 바람장의 변동만을 고려하여 주요지 에서 해일고을 산정하 다. 두 
번째 수치모의는 외해경계조건에 조석(M2)의 향만을 고려한 모의와 조석  기상효과를 함께 고려한 
모의를 실시하 는데, 이때 조석의 상은 외해경계조건에서 90°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0°, 90°, 180° 그리
고 270° 인 경우에 하여 각각 모의를 수행하 다. 그림 1의 수치모의 결과와 같이 상에 따른 해일고
는 조석이 고조에 가까울때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조석 상에 따라 최고편차 상의 변화와 함께 

20~30cm의 해일고 차이도 보임을 알 수 있다.

조석(M2) 0° 조석(M2) 90° 조석(M2) 180° 조석(M2)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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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석 위상에 따른 해일고 변화(제주, 여수) 

1 목포 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2 목포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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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의 표사이동 특성
Sediment Transport characteristic in Haeundae Beach

이종섭1, 박종화2, 이문옥3, 정성희4

Jong-Sup Lee1, Eun-Chan Yoon2, Moon-Oak Lee3, and Sung-Hee Jung4

연안역은 와 흐름이 공존하고 표사는 부유사와 소류사의 형태로 거동하며, 와 흐름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이러한 표사이동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요한 외력조건인 랑, 흐름  바람 등의 조사
가 필요하고, 해 질 특성  소류사와 부유사 특성을 측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인 사질해안인 해운  해수욕장 연안의 표사이동 특성을 악하기 하여 다양한 

외력  표사량에 한 장 측을 수행하여 이를 분석하 고, 궁극 으로 이러한 장 측  조사자료

는 표사수송 모형을 이용한 표사량 측의 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 측은 크게 표사이동 외력과 표사량 조사로 나뉠 수 있고 표사이동 외력 조사는 2005년 1개월씩 

4회에 걸쳐 해운  면 20m 지 에서 측된 입사 랑 자료, 1개월간의 장기조류 측자료, 해운  육상

부의 기상자료를 조사하 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장기 랑산출자료  ECWMF의 장기바람산출자료를 
분석하여 계 인 랑  바람특성을 조사하 다. 
표사이동 외력의 주요 특성은 조류의 경우, 창․낙조시 서-동향류가 탁월하게 나타나며 창조시보다 낙

조시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4회에 걸친 랑 측결과 평균유의 고는 1 m 미만으로 나타나고, 입사 향

은 4월은 SSW 계통, 6월과 8월은 S 계통 그리고 10월은 E 계통이 탁월 향으로 나타났으며, 유의 의 

주기는 춘계와 추계에 비해서 하계에 긴 주기가 나타났다.
해운  연안의 표사량 측은 2개 지 에서 부유사의 입경분포  부유사량을 측하 고, 2개 지 에

서는 면부근의 층별 부유사량을 측하 다. 그리고 3개 정 에서 소류사량을 측하고 이를 분석하

다. 그리고 상해역 면의 2개 지 (동백섬과 미포항 인근)에서 방사성 동 원소 추 자 실험이 수행되

었다.
부유사량 조사에서 2개 정 에서 부유사의 입도분포를 측한 결과 입도별 구성율은 두 지 에서 모두 

모래>실트> 토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측된 부유사의 평균입경은 두 지 에서 약 100 ㎛ 정도
로 나타났다. 그리고 2개 정 에서 층부근의 층별 부유사량 측정결과는 기상특성에 따른 부유사 농도의 

변화를 잘 나타내 주었다. 
해운  면의 2개 정 에서의 방사성 동 원소 추 자 실험결과 두 지 에서 추 자의 기 이동특성

은 서로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각의 이동 패턴이 일 이지 않고 계속 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태풍과 같은 일시 인 기상변화에 민감하게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부경 학교 공과 학 건설공학부 교수

2 부경 학교 공과 학 건설공학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3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공학 공 교수

4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 연구단 동 원소이용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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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축조 전․후의 흐름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Tidal Current of the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at Geum River Estuary Dike

신문섭1, 강신중2, 김재형2

Moon-Seup Shin1, Shin-Jung Kang2, and Jae-Hyoung Kim2

강하구둑 축조 ․후의 흐름변화를 알기 하여 강하구 축조 ․후의 수심자료를 이용하여 흐름

분포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하구둑 축조 후에 외해에서 M2 분조의 진폭이 약 2cm 증가하 으며, 상도 

약 2° 증가하 다.
강하구둑 축조 의 1979년과 강하구둑 축조 후의 1999년의 해도자료를 이용하여 구간별 수심변

화를 분석하 다. 그 결과 A-A'구간(남․북측 도류제) 사이의 수로에서는 세굴이 발생하 다. B-B' 구간
에서 D-D'구간 까지는 퇴 이 발생하 다. M2 분조의 최강 창낙조류는 강하구둑 축조 의 1979년 보
다 강하구둑 축조 후의 1999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류변화는 새만  방조제 건설과 

설, 강하구둑 축조의 향으로 단된다. 이 나 조류변화는 내항쪽으로 퇴 을 발생시킨 한 요인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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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구둑 축조 전에 M2 분조의 진폭과 위상      그림 2. 하구둑 축조 후에 M2 분조의 진폭과 위상

1 군산 학교 공과 학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2 군산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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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치추정법에 의한 정암해안정비사업의 환경경제가치평가
Environmental Economic Evaluation of Jungam Beach Maintenance Project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김규한1, 박찬익2, 박정욱3

Kyu-Han Kim1, Chan-Ik Park2, and Jung-Wook Park3

경제발 과 더불어 연안역의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역 개발(항만개발, 해안시설물의 설치 등)에 
따른 연안환경훼손이 사회  문제 으로 두되고 있는 가운데, 훼손된 환경의 복원을 한 해안정비사
업이 국 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안정비사업 등 많은 공공사업은 토지, 교통,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과 같이 시장재(시장가격을 갖는 재)를 정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의한 편
익(효과의 화폐 환산치)을 평가할 때는 일반 으로 소비자 잉여의 개념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정비 상

이 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자원인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용자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비시장재(시장가격을 갖지 않는 재)이기 때문에, 사업에 의한 편익이 인식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포함하는 환경재의 총 가치를 측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실제 2007년부터 강원도 양양군의 정암해안에서 실시되는 해안침식방지 책공사를 모델로 하여 공사의 

경제  타당성과 그의 경제  가치를 평가하 다. 본 연구의 수행 방법으로는 실시되는 사업내용과 함께 
상자의 지불의사액을 악하기 한 설문조사표를 배포하여, 수거된 회답자료를 토 로 구간분할 생존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WTP(지불의사액)를 추정하 다. 추정된 WTP을 이용하여 사업의 총편익액을 산출
하 으며,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의 총액을 토 로 하여 사업에 발생되는 총비용액을 구하 다. 한 비용

편익 분석의 평가는 비용편익비율법(Cost Benefit Ratio method, CBR)과 순 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NPV)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변수 계수 t값 p값

Location 8.2342 109.161 0.000***

Scale 0.7939 9.657 0.000***

n 320

수우도 -129.202
지불의사액

앙치 2,816

평균치
3,503 최 제시액의 상한값 소거안함

3,431 최 제시액의 상한값 소거

표 1. 추정결과 및 추정WTP
 

총사업비

(세 포함)
12,000,000,000 (원)

사회

할인율
3.5%

분석결과
유지 리비

(사업비의 0.5%)
54,545,455 (원/년) 기 년 2005년

년 간 편익액 1,870,814508 (원/년)
정비 

개시년
2007년 CBR 3.1709

정비 

종료년
2015년 NPV 22,814,565,423

공용 

종료년
2065년

표 2. 비용대편익 효과 분석결과

와 같은 방법에 의해 상지인 정암해안의 해안침식방지 책공사에 한 사업의 환경경제가치분석

결과 3.17배에 달하는 환경배려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상사업의 유익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단된다.

1 동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교수

2 동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3 (주) 에코마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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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양환경변화분석
The Variation of Coastal Environmental Changes using Satellite Photograph and GIS

신범식1, 김규한2, 편종근3

Bum-Shick Shin1, Kyu-Han Kim2, and Chong-Kun Pyun3

연안환경은 그 변화가 시간  는 공간 으로 지속 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연안개발을 한 구조
물 건설, 간척과 매립 등을 효과 으로 실시하기 해서는 해양환경을 종합 으로 조사  분석하여 상

지역의 해양환경을 악하고, 개발에 따른 향을 측하고 완화시키는 것이 필수 이다. 이러한 복잡한 
연안의 특성, 장조사의 경제 , 시간  어려움이 있으나, 성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해양환경분석기
법은 지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제한 인 자료이외의 다량의 자료를 정성  정량 으로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가시화함으로써 해양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객 으로 분석하여 장기 으로 측할 수 있는 고도화된 환경조사  평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성자료인 LANDSAT TM 상은 지형도에서 지상기 (Ground Control 

Point, GCP)를 추출하여 ERDAS Imagine으로 UTM좌표체계에 따른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을 
실시하 으며, 동일한 시기의 NOAA AVHRR 상을 데이터로 처리하여 표층수온과 장 측에 의한 클

로로필을 수치 지도화하기 하여 열 외선 역인 TM band 6의 분 특성값(Digital Number)과 동일한 
치의 수온자료를 기 로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수온추출 알고리즘을 도출하여, 분석데이터의 신뢰
도를 검증하 으며, 수온, 클로로필, 투명도 등을 성원격탐사 자료와 GIS를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실시
하고, 공간분포도를 작성함으로써 상해역의 해양환경을 악하 다.

그림 1. 위성사진을 이용한 Chlorophyll 분석

지 측에 비해 막 한 비용과 시간을 약할 수 있는 성 상해석방법을 이용한 방법은 지 측과 

비교해서 보다 경제 으로 해양환경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GIS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가시화하고, 이를 기 로 공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요소별 공간분포에 한 

악을 통해 수치모형실험을 이용한 각종 환경 향의 평가  측을 한 기 자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동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2 동 학교 공과 학 토목공학과 교수

3 명지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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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내습시 신뢰성기법에 의한 방파제 안정성 평가
Evaluation of Breakwater Stability by Reliability method 

in the event of typhoon attack

이기재1, 엄현민1, 홍수영1, 고진석2

Ki-Jae Lee1, Hyun-Min Eom1, and Su-Young Hong2

최근 우리나라 해역을 통과하는 형 태풍 내습에 따라 해안구조물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

나 아직까지도 설계에 있어서는 안정계수 등을 설정하여 설계하는 결정론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형 태풍에 한 해안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남서측에 치
한 화순항 방 제 설계시 신뢰성 기법(Level 2, AFDA)을 이용하여 괴확률을 산정하여 해안공학 으로 

극한 상황에서의 구조물 안정성 확보여부를 검토하 다. 한, 최근 남해안에 향을 주었던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에 태풍 매미에 한 WAM cycle 4 모형  시간의존완경사방정식을 이용한 TDMSE모형을 
이용하여 형 풍내습시에 한 방 제 안정성 평가도 수행하 다. 
신뢰성 설계 기법은 1970년  이후 결정론  설계의 단 을 극복하기 해 구조물 설계에 한 확률  

방법으로 방 제에 한 신뢰성 설계 기법의 연구는 1980년  반부터 시작되었다. 사석 방 제에 해

서는 van der meer(1987, 1988)가 확률 인 근방법을 제안하 으며, Burcharth(1991)가 부분안 계수를 

도입한 신뢰성 설계 기법을 제시하 다. Burcharth 등(2000)은 PIANC(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working group의 결과를 요약하여 사석 방 제에 한 부분안 계수 시스템을 확

립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철응(1999)이 경사제 피복재의 안정성에 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 으며, 
신뢰함수에 한 확률 도함수를 수학 으로 유도하고, 유도된 함수의 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Monte-Carlo 해석방법, 모멘트법인 FMA(First order Mean value Approach), AFDA(Approximate Full 
Distribution Approach)등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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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괴확률(태풍 루사 내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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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파괴확률(태풍 매미 내습시)

1 (주)혜인이엔씨 부설기술연구소 연구원

2 (주)혜인이엔씨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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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가막만의 수온·염분 분포
이문옥, 김병국, 권 아(전남대)

2005년 우리나라 폐기물배출해역 오염도 조사에 관한 연구
이완섭, 조현진, 신성규, 박관석, 김인구, 박선희, 장선희(해양경찰청) 
서 상, 손재경(국립수산과학원)

진해만의 해양환경과 적조발생
이문옥, 김평주(전남대)

좌장：김종구(군산대)

Nano-S가 해양수질 및 저질에 미치는 향에 관한연구
2. 현장실험결과

조천래, 조현서(전남대), 장 남(지질자원연구원)

마산만에서 잔류성 독성물질의 배출원 및 오염특성 평가
최민규, 김귀 , 김상수, 문효방, 김성길, 강성경, 박종수, 최희구
(국립수산과학원)

해상공사중 발생하는 연안환경변화의 모니터링시스템
정태성(한남대), 김성곤(한길I&T)

수 저층의 저질 조사에 관한 연구( I ) 저질조사의 중요성과 분석에 관
하여

김도희(목포해양대)

진해만의 입자성부유물질 수지예측
이인철, 공화훈, 윤한삼, 옥 곤(부경대)

좌장：유정석(해양수산부)

연안·해양 갈등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제 개선방안
남정호, 최지연,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 방안
김종규, 박상우(전남대), 류재홍(동의대)

선박운항과 해양대기오염
장미숙, 김은찬, 문일성(한국해양연구원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이재우(현대중공업㈜)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분류 방안-옹진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최희정, 남정호,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과학과 지식의 역할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발표장[M301(1)], 13:00~14:15, 해양환경보전(Id)

제1발표장[M301(1)], 10:45-12:00, 해양환경평가(Ic)

제1발표장[M301(1)], 09:00-10:30, 해양환경(Ib)

5월 16일(화)

제2발표장[M301(2)], 13:00-14:15, 해양환경관리(IIa)

제1발표장[M301(1)], 13:00-14:15, 해양환경(Ia)

5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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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폐FRP로부터 분리한 로빙(Roving cloth)을 이용한 섬유강화 모르타르
의 물성 연구

윤구 , 이승희, 김용섭(홍익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 소개 및 효과 분석
전태병, 김선동, 성홍근, 정노택, 강창구(해양연구원해양시스템안전연구
소), 길상인(한국기계연구원)

소형 FRP 어선 간의 충돌 해석
장인식, 김용섭, 김일동(홍익대)

동해심층수 기원추적 모델연구
이문진, 김현주, 정동호, 문덕수(해양연구원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양식어장 환경 GIS 구축–MDM(Marine Digital Map)과 결합된 3차원
모델 가시화

오현택, 이원찬, 정래홍, 구준호, 박성은, 박종수(국립수산과학원)

좌장：이두곤(한국교원대)

CO2 해양처리기술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및 전망
강성길, 류재웅(한국해양연구원), 박용찬(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창구(한국해양연구원)

이산화탄소 해저지질구조격리의 국제 제도 동향
홍기훈(한국해양연구원)

CO2 해양지중저장 적용기술
윤치호, 박용찬, 김 주, 이동길, 유동근(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원모(한양대학교),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이산화탄소 심해주입시스템 기술 분석
홍 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한국해양연구원)

고압에서의 물과 이산화탄소의 열역학적 거동
김용수, 이철수(고려대)

생지화학모델링을 이용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교환량 평가
박 규, 최상화(한국해양연구원)

좌장：이석모(부경대)

액적분출특성파악을 위한 실험적 연구
정노택, 김선동(한국해양연구원)

노즐을 통해 수중 방출되는 액화 CO2 유적의 형상특성
송무석(홍익대)

고농도의 용존 CO2가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향
이정석, 이규태, 김찬국, 박건호, 이종현((주)네오엔비즈환경안전연구소),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바지락(Ruditapes philippinarum)과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 )의 내
인성 산소소비 리듬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향

김종욱, 김완수(한국해양연구원)

좌장：윤홍주(부경대)

QuickSCAT에 의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상풍 조사 및 SAR와의 비
교

양찬수(한국해양연구원) 
Antonio Reppucci, Susanne Lehner(독일항공우주연구소)

SPOT-5 위성 상에 의한 연안 김양식장의 시설현황 분석
양찬수(한국해양연구원), 박성우(B&T Solution)

월파럼 파랑제어구조물의 3차원 월파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승호, 홍기용(한국해양연구원)

광양만에서의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
김현성, 성하근, 한동훈, 임효혁(㈜한국해양과학기술(KOSEC))

여수항 조석의 장기 변동 특성 연구
이문옥, 김병국, 김종규(전남대)

좌장：조현서(전남대)

해안에 유출된 자일렌의 흡착 및 생분해 연구
이완섭, 이상진, 김인태, 신병석(해양경찰청)

밸러스트수 처리기술 개발Ⅳ : 전해수 농도에 따른 해양생물체 제거율
Ⅲ

김흥락(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정진석(삼공사), 강주찬(부경대), 윤범상(울
산대), 노준혁(세호코리아)

퇴적물내 PCBs의 저서생물 생체축적 규명
박건호, 이정석, 이규태, 문성대(㈜네오엔비즈환경안전연구소) 김찬국,
최민규(국립수산과학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로 오염된 준설 퇴적토의 생물정화를 위한
bioslurry reactor의 연속 운용조건 연구

권개경, 정홍배, 이희순, 김상진(한국해양연구원)

제2발표장[M301(2)], 14:30~15:30, 해양화학/생물및 제어(IIe)

제2발표장[M301(2)], 13:00~14:15, 해양환경물리 및 제어(IId)

제2발표장[M301(2)], 10:45~12:00, CO2 해양처리(IIc)

제2발표장[M301(2)], 09:00-10:30, CO2 해양처리(IIb)

제1발표장[M301(1)], 14:30~15:30, 해양환경공학일반(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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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일(월)

제1발표장[M301(1)], 13:00-14:15, 해양환경(Ia)

좌장：현범수(한국해양대)

광양만 및 진주만 해역에서 표층수온의 장기관측 ······································································· 765

박일흠, 허정원, 김영상, 김종규, 조영준, 신현출(전남대)

용존 유기물 형광 특성을 이용한 서해 연안 환경의 이해 ·························································· 766

박준건, 김은수, 김경태, 조성록(한국해양연구원), 박용철(인하대)

2005년 가막만의 해양수질 및 저질에 계절적 변동에 관한 연구 ··············································· 767

박정채, 조현서, 이규형(전남대)

동해심층수의 수질 안전성 ·············································································································· 768

문덕수, 김현주, 정동호, 함윤호, 최미연(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타)

해남연안에서의 해양수질 및 저질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 769

유영석, 조천래, 이대인, 조현서(전남대)

◈ 5월 16일(화)

제1발표장[M301(1)], 09:00-10:30, 해양환경(Ib)

좌장：최영찬(제주대)

남해 중부해역 표층퇴적물중 유기물의 시ㆍ공간 분포특성 ························································· 770

노일현, 윤양호, 서호영, 김대일(전남대)

가막만의 빈산소 수괴 형성기구 ····································································································· 771

김정배, 이상용, 유  준, 최양호(국립수산과학원)

시화호와 주변 해역 퇴적물 중의 중금속 농도 분포 ···································································· 772

김경태, 김은수, 조성록, 박준건, 정경호(한국해양연구원)

2005년 가막만의 수온·염분 분포 ································································································· 773

이문옥, 김병국, 권영아(전남대)

2005년 우리나라 폐기물배출해역 오염도 조사에 관한 연구 ······················································· 774

이완섭, 조현진, 신성규, 박관석, 김인구, 박선희, 장선희(해양경찰청),

서영상, 손재경(국립수산과학원)

진해만의 해양환경과 적조발생 ······································································································· 775

이문옥, 김평주(전남대)

◈ 제1발표장[M301(1)], 10:45-12:00, 해양환경평가(Ic)

좌장：김종구(군산대)

Nano-S가 해양수질 및 저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 현장실험결과 ······························· 776

조천래, 조현서(전남대), 장영남(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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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에서 잔류성 독성물질의 배출원 및 오염특성 평가 ·························································· 777

최민규, 김귀영, 김상수, 문효방, 김성길, 강성경, 박종수, 최희구(국립수산과학원)

해상공사중 발생하는 연안환경변화의 모니터링시스템 ································································ 778

정태성(한남대), 김성곤(한길I&T)

수 저층의 저질 조사에 관한 연구(I) 저질조사의 중요성과 분석에 관하여 ································ 779

김도희(목포해양대)

진해만의 입자성부유물질 수지예측 ······························································································· 780

이인철, 공화훈, 윤한삼, 옥  곤(부경대)

◈ 제1발표장[M301(1)], 13:00~14:15, 해양환경보전(Id)

좌장：유정석(해양수산부)

연안·해양 갈등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제 활용방안 ·································································· 781

남정호, 최지연,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 방안 ························································································ 782

김종규, 박상우(전남대), 류재홍(동의대)

선박운항과 해양대기오염 ················································································································ 783

장미숙, 김은찬, 문일성(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이재우(현대중공업㈜)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분류 방안-옹진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784

최희정, 남정호,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과학과 지식의 역할모델 개발 연구 ·························································· 785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제1발표장[M301(1)], 14:30~15:30, 해양환경공학 일반(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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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양만  진주만 해역의 수온변동 특성을 악하기 해,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12개월 동안 

표층수온의 장기 /연속  측을 수행하 으며 측된 자료를 여러 가지의 통계  해석기법(기본통계분

석, 출 율분석, 패턴분석, 스펙트럼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 때, 사용된 수온자료는 각 정 에

서 매 1분 간격으로 1년 동안 측된 것에 하여 10분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연구해역에 

한 장기간 표층수온 측결과는 태양복사에 지에 의한 일주기변화와 조류에 의한 고온수의 이동  확

산, 하계와 동계의 격한 수온변화 등이 복합 으로 수온 분포특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changes of water temperature in Gwangyang and Jinju Bay, it was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such as the standard statistical analysis, the cumulation occurrence rate 

analysis, pattern analysis and the spectrum analysis for 12 months. At this time, the temperature data 

of each point were made practical application of ten minutes averaging value while it was observed for 

one year from one minute interval. Long-term observation result of surface water temperature for 

study area showed the transport and diffusion of high water temperature by solar radiation energy and 

tidal current. And also they were governed in composition with rapidly water temperature of summer 

and winter season.

Keyword: Surface water temperature(표층수온), Standard deviation(표 편차), Cumulation occurrence 

rate( 출 율), Spectrum analysis(스펙트럼 해석), Thermal discharge(온배수)

1.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사회의 생활수 이 향상되고 산업이 속도로 발 하면서 기에 지가 연평

균 10%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엄청난 력수요가 요구되었으며, 그 수요를 충당하기 하여 많은 발

소가 건설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력수요의 부분을 감당하는 화력발 소 는 원자력발 소는 발

에 사용된 증기를 물로 응축시켜 재사용하기 하여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

된 물이 주변수역으로 방출된다. 이 게 자연수온보다 높은 온도를 지니면서 주변의 하천이나 는 바다로 

배출되는 냉각수를 온배수라 부른다. 이 온배수는 환경문제나 생물의 분포와 성장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김 환, 2000).

   온도는 비교  렴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  변수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생태학자들이 온도

를 가장 요한 환경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계 으로 많은 수역에서 다양하게 온도가 측정되고 있



용존 유기물 형  특성을 이용한 서해 연안 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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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t dissolved organic matter characteristics of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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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서해안  인  요인으로 환경이 크게 바  시화호와 새만  해역에

서 용존유기탄소(DOC)와 용존유기물의 형 특성(FDOM)을 살펴보았다. 시화호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가지 경로의 유기물 공 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만  해

역의 용존유기탄소와 유기물 형 특성 분포는 비교  보존 인 분포를 보 으나, 

하계 강우가 집 될 때 새만  북측 해역에서 용존유기탄소와 육상기원 유기물질

의 증가가 찰되었다.

ABSTRACT

Dissolved organic carbon(DOC) and fluorescent dissolved organic 

matter(FDOM) were measured in the Shihwa Lake and the Seamangeum 

estuary, west coast of Korea. In the Shihwa Lake, measurements of DOC and 

FDOM suggest two sources of dissolved organic matter(DOM) in the Lake. In 

the Seamangeum area, DOC and FDOM showed conservative behavior, but 

there was an aspect for increasing of DOC and humic substance around north 

area in the Seamanguem dike when torrential rainfall expected. 

Key Words : dissolved organic carbon(DOC, 용존유기탄소), 

fluorescent dissolved organic matter(FDOM), Seamanguem area(새

만 ), Shihwa lake(시화호)

 

1. 서론

   해양환경 내 유기화합물 연구는 해양에서의 에 지 흐름, 미량 속의 종분화, 해수 의 탄소와 질소 순환

의 지화학  추 자로써 여러 상을 규명하는데 그 요성이 인식되어 왔다(Wangersky[1986]; Kieber et 

al.[1989],[1990]). 해양에 존재하는 용존 유기 화합물은 단분자 형태의 용존 유기 화합물 뿐만 아니라 생물

사물질 기원의 생거 물질(biomacromolecule)과 육상기원의 지구거  물질(geomacromolecule)과 같은 거  

복합 용존 유기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박 등[1994],[1995]). 해수  유기화합물의 부분을 이러한 거  

복합 용존 유기물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한 정성, 정량  측정을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Chen and Bada[1989],[1992]; Coble et al.[1990]; Suzuki and Tanoue[1990]). 이러한 용존 화합물 

 학 으로 활성인 부분을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CDOM)이라하며, 이 용존 유기화합물의 활성

을 이용하여 용존 유기물 pool의 역학과 특성을 추 할 수 있다(Coble et al.[1998]; Boehme et al.[2004]).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석차가 크고, 하천을 통한 육상으로부터의 유기물 공 이 많아 매우 복잡한 생지화

학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인구가 집되어 있음으로 인해 인간 활동에 기인한 여러 물질들의 유입이 이루

어지고 있는 해역이다. 최근 서해안을 심으로 여러 간척 사업이 활발히 진행 에 있다. 표 으로 경기

만에 치한 시화호와 재 국내 최  간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  간척 사업이 있다. 이들 두 해역

은 재 인  개발에 의해 그 환경이 크게 변하 거나, 변화가 상되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간척 사업으



2005년 가막만의 해양수질  질의 계  변동에 한 연구
조 서, 박정채, 이규형(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Study of Characteristics of Seasonal Fluctuation of Water Quality

and Sediment Environment in Kamak Bay in 2005

Hyeon-Seo CHO, Jeong-Chae PARK and Kyu-Hyong LEE (Faculty of Marine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가막만은 청정해역으로 생산성이 높아 해양수산부에 의해 환경보 해역으로 지정되어 리를 받고 

있지만 최근 어장환경은 도시의 발달, 산업 그리고 농업단지 등에 의한 오염원의 증가로 악화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5월에서 2006년 1월까지 가막만의 해양수질  질의 계  변동 

특성에 해 연구한 결과이다. 용존산소(DO)는 표층에서 6.15～11.93 mg/L와 층에서 5.88～12.09 

mg/L, 화학  산소요구량(COD)은 표층에서 0.20～3.24 mg/L와 층에서 0.31～2.36 mg/L, 용존 무

기질소(DIN)는 표층에서 0.25～25.56 ㎍-at/L와 층에서 0.35～13.39 ㎍-at/L, 용존 무기인(DIP)은 

표층에서 0.01～0.90 ㎍-at/L와 층에서 0.07～1.23 ㎍-at/L의 농도를 보 다. 해수의 수질에서 DO

의 농도는 하계의 층에서 가장 낮았고, COD는 동계의 층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 다. 그러

나 DIN 과 DIP의 농도는 표층의 농도보다 층이 높았다. 퇴 물에서의 강열감량(IL)은 6.08～

10.83 %, 산 휘발성 황화물(AVS)은 0～9.63 mg/g-dry 그리고 화학  산소요구량(COD)은 2.55～

50.85 mg/g-dry의 농도분포를 보 다. COD는 하계와 동계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 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haracterize the seasonal fluctuation of seawater quality and 

sediment environment from May, 2005 to January, 2006 in Gamak bay. Which was a productive 

area, but recently its fisheries conditions have been deteriorated because of increasing 

wastewater from municipal area, industry and autochthonous pollution by farm industry. The 

ranges of seawater quality during the research period were as follows as : 6.15 to 11.93 mg/L 

on surface and 5.88 to 12.09 mg/L on bottom in DO, 0.20 to 3.24 mg/L on surface and 0.31 to 

2.36 mg/L on bottom in COD, 0.25 to 25.56 ㎍-at/L on surface and 0.35 to 13.39 ㎍-at/L on 

bottom in DIN, 0.01 to 0.90 ㎍-at/L on surface and 0.07 to 1.23 ㎍-at/L on bottom in DIP. In 

the survey of seawater quality, DO concentrations were lowest in bottom layer at summer and 

COD concentrations were lowest in bottom layer at winter. But DIN and DIP concentrations   

in same layer were higher than those in surface layer. In sediment the ranges were 6.08 to 

10.83 % in IL, 0 to 9.63 mg/g-dry in AVS and 2.55 to 50.85 in COD, respectively. COD in 

sediment were highest at summer and winter.

Keywords :  seawater quality(해수 수질), sediment quality( 질), Gamak bay(가막만)

1. 서 론

   가막만은 북쪽에 여수반도, 동쪽으로 돌산도, 서쪽에는 고돌산반도, 남쪽에는 개도와 화태도 등 몇몇 섬들

로 둘러싸인 형 인 반폐쇄성 해역으로 남북방향의 길이가 약 15km, 동서방향 길이가 약 9km 인 타원형 

내만이며, 평균수심은 약 9m인 천해로서 총면 은 112㎢ 이고, 용 은 7.1×108㎥으로 알려져 있다

(Paeng[2003]).



동해심층수의 수질 안 성
문덕수*, 김 주, 정동호, 함윤호, 최미연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타)

Water Quality Safety of Deep Ocean Water in the East Sea

D.S.Moon, H.J.Kim, D.H.Jung, Y.H.Ham, M.Y.Choi (KORDI, Deep Ocean Water Research Center)

ABSTRACT

  동해 심층수 취수해역에 한 심층수 자원의 수질안 성을 확인하기 하여 동

해 심층수에 한 양염  해 속, 병원성 미생물, 유기인계 농약, 방사능 

오염도 등에 한 안 성을 평가하 다.

  동해심층수 의 해 속 농도는 연안수나 지하수에 비하여 히 청정하

으며, 방사능오염도는 자연방사능 이며, 병원성 미생물과 유기계 농약성분

은 검출되지 않았다.  

Key Word : Deep Ocean Water (해양심층수), Water Quality 

Safety (수질안 성), Radioactivity (방사능), Heavy metal ( 속), 

Organic Pollutant (유기오염물)

1. 서  론 

  해양심층수는 태양 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하여 연  안정된 온성을 유지

하고 있으며, 세균, 병원균 등의 유기물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해양식물의 생장에 필수 인 양염류나 미

네랄 등의 무기물은 풍부한 해수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해양심층수는 온성, 청정성, 안정성, 부 양

성, 미네랄성, 숙성성 등의 특징을 가진 유용한 해양자원이며, 태양 을 에 지원으로 하는 물질순환계 에

서 생성되어 해수로서 재생  순환되는 막 한 청정자원이다. 

  해양심층수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양자원학  측면에서 일본 수산심층수 의회

(2000년 11월)는 “해양심층수란? 합성에 의한 유기물 생성이 일어나지 않고 분해가 탁월하며, 겨울철 해수

의 연직 혼합작용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이하에 있는 해수”라고 정의하 다.  우리나라 동해의 200m 이하에 

존재하는 해양심층수는 이러한 자원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품  해수자원인 것으로 밝 지고 있다. 

  해양 심층수의 가치는 온 에 지원과 유용물질의 풍부함에 의해 평가되기도 하지만, 연안해수에서 기

하기 어려운 청정성도 매우 요한 가치가 있다. 이런 에서 해역의 환경오염 특성은 심층수의 수산활용  

상품개발에 지 한 향력을 끼친다. 이로부터 해수를 취수하여 유해 속, 방사능 오염, 세균, 농약과 같은 

유기오염물 등에 한 청정성을 분석 하 으며, 이를 통해 안 성이 증명될 것으로 단되고 있다.

  동해 연안역의 6개 정 에 하여 해양 심층수의 안 성에 한 조사  분석이 속, 세균  방사능 

오염, 유기오염물에 해 이루어졌다 (해양연구원, 2006).  강원 북부해역인 고성군 죽왕면 주변해역은 각종 

하수의 유입이 작을 뿐 아니라 해상운송의  물동량도 작고, 원유와 같은 잠재 인 환경 유해물질의 이동 

한 매우 드물어 청정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해역은 심층수 뿐 만 아니라 표층수도 속 오

염으로 부터는 안 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총세균수도 수심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성 

해역의 경우, 표층수에서는 640 CFU/ml 로서 많았지만, 심층수에는 8 CFU/ml 이하로 청정하 고, 장균군

도 표층수에서는 30 MPN/ml가 존재하 지만 심층수에는 2 MPN/ml 이하로서 청정함을 알 수 있다 (해양연

구원, 2002).  

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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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남해 앙부 해역의 표층퇴 물내 유기물의 시ㆍ공간  분포특성을 악하고자 2002

년 4월부터 2003년 1월까지 15개 정 을 상에서 격월간격으로 장조사를 실시하 다. 

층해수(B-1m)의 수온과 염분 그리고 표층퇴 물의 입도조성과 함수율은 각각 8.1～23.4℃, 

29.20～34.51psu, 71.2～99.9%  38.7～68.9%의 범 를 보 다. 강열감량(IL), 식물색소량

(phaeopigment), 입자성 유기탄소(POC)  유기질소(PON)  화학 산소요구량(CODs)은 

각각 3.9～12.5 %, 1.58～29.51 ㎍/g-dry, 3.12～13.01 ㎎C/g-dry, 0.49～2.0 ㎎N/g-dry  9.

6～44.05 ㎎O2/g-dry의 범 를 보 다. 유기물의 시ㆍ공간 인 분포는 육지와 인 한 연안

역보다 수심이 깊은 외양역에서 높은 유기물량을 나타내었다. 시간 으로는 수온기보다 

고수온기에 유기물량이 증가하 다. 유기물 기원은 C/N 비가 평균 6.44(±0.51)로 해양자체 

생산에 의한 생물기원 유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POC/phaeopigment ratio로부터 체

으로 식물 랑크톤보다 쇄설성 유기물질에 의한 조성비가 높았다. 주성분분석 결과 

기여율 84.7%의 제 3주성분까지 도출되었다. 얻어진 인자부하량으로부터 요인 1은 “퇴 물 

집 과 련한 환경요인(56.3%)”을, 요인 2는 “유기물 기원과 1차생산에 의한 유기물 조성

(15.9%)”을 설명하 다. 정 별 득  분포로부터 남해 앙부 해역의 표층퇴 물 환경은 크

게 2개의 해역으로 구분되었다. 해역 Ⅰ은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개방해역으로 연안에 인

한 해역 Ⅱ보다 더욱 높은 유기물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해역 Ⅰ, Ⅱ는 80m의 수심선과 연

안 선을 경계로 그리고 표층퇴 물내 식물 랑크톤에 의한 유기물 조성비에 따라 각각 2개

의 작은 해역으로 세분화되었다.

Abstract

  Field observations on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organic matter of the surface 

sediment carried out at 15th stations in central parts of  South Sea of Korea from April 

2002 to January 2003. The range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bottom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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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막만 빈산소 수괴조사는 2005년 6월 17일부터 2005년 9월 12일까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총 10회 조사

되었다. 수온과 염분에 의한 도약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층에서는 클로로필a농도가 최고 100μg/L를 차지

하 고, DO농도가 격히 감소하여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어 있었다. 표층에서 침강한 식물 랑크톤이 콜로

이드 상태로 떨어져 일정기간 생존하다가 분해되면서 층의 용존산소를 고갈 시키고, 규조류가 분해되거나 

층 퇴 물의 일시 인 용출이 있었다. 이때, 층의 용존산소와 규산염(r
2
=0.785, P=0.003), 암모늄염

(r2=0.498, P=0.050), 인산염(r2=0.529, P=0.041)은 모두 유의하 다. 산소미세 극에 의한 조사 결과 부 양화

와 유기물의 유입 증가가 표층 퇴 물과 해수 경계면에서 산소소비를 증가시키며, 층 퇴 물의 재 물화

에 의해 해수층으로 재순환되는 과정에서 빈산소 수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o investigate hypoxic water occurred in Gamak Bay, total of 10 water and sediment samples were 

taken from 17 June 2005 to 12 September 2005. Pycnocline was formed by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Maximum chlorophyll a concentration was 100μg/L, DO concentration was drastically decreased 

and then hypoxic water was formed in the bottom water. Plant plankton which was precipitated in the 

form of colloid from the surface water lived for a period, and depleted DO while disassimilated. DO, 

silicate, ammonium and phosphate in the bottom wa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Oxygen microsensor, eutrophication and input of organic matter increased oxygen demand in 

benthic boundary and recycled in the bottom water by remineralization. Hypoxic water may occurred in 

this process. 

Keywards : Hypoxic Water(빈산소 수괴), DO(용존산소), Gamak Bay(가막만)

1. 서론

   빈산소 수괴는 수  용존산소 농도가 3 ㎎/L이하의 물덩어리를 말하며, 형성은 개방역, 폐쇄역  반폐쇄

역 등에서 일어나지만 단지 그 양상이 다를 뿐이다. 개방역인 북태평양에서는 용존산소 함량이 극히 은 수

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원인은 표층수의 층으로의 확산속도가 느리거나 층수가 100m이내까지 

용승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북미  미 연안해역의 북  45도에서 도에 이르는 구간  북  20도와 10

도 사이에는 용존산소가  없는 최소 용존산소 함량층의 수괴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수괴에서는 황화수

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이종화[1992]). 폐쇄역인 호수에서는 도와 성의 격한 증가로 인해 층에 포

획된 부유물이 분해되거나 호수 바닥의 산소함량이 낮은 물과 혼합될 때 발생한다. Canyon호에서는 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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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기만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인 시화호와 주변 해역의 속 분포와 오염을 악

하기 하여 2005년 7월에 방조제 내측과 외측의 표층 퇴 물에 한 조사가 수

행되었다. 속의 공간 인 분포는 방조제 내측은 반월과 시화공단의 산업 활동

에 의한 향을 많이 받는 정 에서 높았으며, Cr, Cu, Zn, Pb 등의 축 이 다른 

속들보다 높았다. 방조제 외측의 분포는 Mn을 제외하면 방조제에 인 한 곳

과 LNG 인수기지 주변에서 높고 외해역에서 비교  낮았다. 시화호내에서 Ni, 

Cu, Zn는 NOAA의 ERM을 과하는 정 이 있었다. 한 외해역에 한 본 조

사의 속 농도는 2000년에 비해서 Mn, Co, Ni, Pb는 약간, Hg은 약 2배 높았

지만 그 외의 속들은 낮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in 

surface sediments of the artificial Lake Shihwa and adjacent coastal area in 

July, 2005. Due to a large quantity of pollutant discharge from the Banweol 

and Shihwa Industrial Complexes, the highest metal contents were found in 

inner part of the lake. According to metal/Al, Cr, Cu, Zn and Pb were highly 

accumulated. In the adjacent coastal area, high contents of heavy metals 

except for Mn were observed near the dike and LNG terminal. The contents 

of Ni, Cu and Zn at St. 4 of the lake exceed an ERM limit of NOAA. In the 

coastal area, the content of Hg in this study was two times higher than those 

in 2000.        

Key Words : Heavy metal, Sediment, Shihwa

1. 서 론

 
경기만의 조간  지역의 간척사업으로 1994년의 방조제 축조 이후 폐쇄된 시화호 환경은 수질  질환

경의 악화, 식물 랑크톤의 량번식과 종조성의 변화, 서동물의 감소와 오염 지시종의 량번식이 일어났

다(박 등[1997], 최 등[1997], 한 등[1997], 류 등[1997]).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수질개선을 하여 97년 3월에 



2005년 가막만의 수온․염분 분포
이문옥 ․ 김병국 ․ 권 아* ( 남 학교 해양공학과)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of Gamak Bay in 2005

Moon Ock Lee, Byeong Kuk Kim, Yeong Ah Kwon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막만의 해양환경을 악하기 하여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CTD를 이용하여 19개 정 에서 창․낙조시 수온․염분 측을 실시하 다.

 수온․염분의 측결과, 북서내만역은 같은 계 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고온․고염 는 고

온․ 염수가 출 하 고 한 만내에는 물리  성질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수괴, 즉 북서내만수, 

여수항수  남쪽 만구부근의 외만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ABSTRACT
 CTD observation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grasp the marine environment of Gamak Bay 
through four seasons in 2005. At the northwest of the bay, water masses with high water 
temperature and high salinity but sometimes with high water temperature and low salinity 
appeared. The existence of three water masses were identified by this observation and it 
coincided with the results of Lee's(1990). In addition, the appearance of these water masses is 
likely to be related to a topography of the bay.
  
Keywords :  Gamak Bay, Water masses, Water temperature, Salinity

1.  서론

   가막만은 한국 남해의 여수반도 남단과 돌산도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의 입구에는 여러 섬들 사이에 좁은 

수로들이 형성되어 남해와 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돌산 교가 치한 좁은 수로를 통하여 여수해만과 연결

된다. 가막만은 남북방향으로 약 15 km, 동서방향으로 약 9 km, 만의 표면  112 km2, 해수용  10.2×108 

m3,  평균수심은 약 9 m이며 북서부의 내만역과 경도 북동부  남쪽 수로 부근은 비교  수심이 깊으나 

앙부는 부분 7 m 이하의 천해이다(Lee[1995]). 해수의 출입은 주로 남쪽과 여수내항의 북동쪽에서 각각 

해수교환이 이루어지며, 이 결과 만내에는 물리 인 성질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수괴가 형성되는 것으로 밝

져 있다(Lee[1990]). 그러나, 이들 수괴의 물리 인 특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만내의 해수유동에 한 충분

한 장조사가 요구된다.

   가막만은 우리나라의 4  굴양식 어장 의 하나로서 국 굴 생산량의 약 30%, 남지역 체 참굴 생

산량의 약 90%이상을 차지하는 요한 어장이다. 특히 화정면, 남면, 돌산읍 부근의 일부해역은 수질이 매우 

양호하여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과도한 수산생물 생산시

설과 주변 도시의 인구  산업시설의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와 폐수 유입의 증가로 어장환경의 리에 많은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막만의 해양환경을 악하기 하여 2005년 4계 에 걸쳐 조사한 수온․염분 측결

과로부터 얻어진 지견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자료  방법

   장 측은 계 의 변화와 조석의 주기를 고려하여, 2005년 3월 26일, 6월 9일, 8월 23일, 11월 20일의 4

회에 걸쳐 CTD(Veleport Co., UK)를 이용하여 만내 19개 정 의 표층  층에서 실시되었다. 측정 은 



2005년 한국 폐기물배출해역 오염도 조사에 관한 연구
이완섭, 조 진*, 박 석, 신성규, 김인구, 박선희, 장선희(해양경찰청), 

손재경, 서 상(국립수산과학원)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ocean dumping sites of Korea, 2005

W.S. Lee, H.J. Cho*, G.S. Park, S.K. Shin, I.G. Kim, S.H. Park, S.H. Chang(Korea Coast Guard), 

J.K. Shon, Y.S. Suh(National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연구는 2005년 3개 폐기물배출해역(서해병, 동해병․정) 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수  해

퇴 물에서 총질소, 속 등의 오염물질 농도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해수의 부 양화를 측정할 수 있는 화학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의 평균농도를 비

교하여 살펴보면, 체 으로 서해병해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해역의 부 양화와 련하여 

이들 농도의 변화추이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그 외 6가크롬(Cr+6), 카드

뮴(Cd), 납(Pb), 구리(Cu), 아연(Zn) 등 속 농도는 3개 배출해역에서 비슷한 농도분포를 나타내

었으며 해역기 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 치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서해병해역의 해 퇴 물 속 농도를 살펴보면, Cr(151.3mg/kg)과 As(8.4mg/kg)의 경우 미해양

기청의 퇴 물 기  하한치(ERL) 이상의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Cu, Zn의 평균농도는 퇴 물 기

 하한치 이하의 낮은 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배출해역의 해 퇴 물은 퇴 물 기  상한치

(ERM)을 과하는 농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ABSTRACT

Heavy metal concentrations were investigated in seawater and sediments from ocean dumping 

sites of Korea, 2005. There are three ocean dumping sites in Korea, which are SeohaeByeong, 

DonghaeByeong and DonghaeJeong located far from the land. Seawater samples contained lower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 than environment standard. However,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TN would give us insights of the eutrophication process in ocean dumping sites. Sediment 

samples collected from SeohaeByong revealed higher concentration of Cr than ERL(Effective 

Range Law) by NOAA, but the rest elements did not exceed the ERL level.

Keywords: ocean dumping sites(폐기물배출해역), heavy metal concentration( 속 농도), 

TN(총질소), TP(총인), seawater and sediment(해수와 퇴 물)

1. 서 론

   폐기물 해양투기의 근거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배출처리기 에 합한 폐기물만을 배출토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



진해만의 해양환경과 조발생
이문옥, 김평주*

(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해양공학 공)

Marine environments and red tide occurences in the Jinhae Bay

Moon Ock Lee, Pyeong Joo Kim*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tity)

요  약

  본 연구는 진해만의 해양환경을 조사하여 조발생과의 상 계를 악ㆍ분석함으로써 조의 근본원인

을 규명하고, 책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마산만의 조발생 총 200회, 행암만은 총 97회 당동만과 원문

만은 총 35회와 36회씩으로 각각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해만에서는 조발생 총 207회로 나타났다. 진해만

의 조는 조발생  10일 동안의 강수량이 이 기간 동안의 평균 강수량보다 더 많은 경우에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executed at Jinhae Bay by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relational red tides 

occurrence, in order to research Red tides cause and an alternative. Red tides showed 200 times at 

Masan Bay, 97 times at Haengam Bay, each 35 and 36 times at  Dangdong Bay and Wonmun Bay. 

Lastly, the red tides occurrence of Jinhae Bay showed 207 times and the red tides of Jinhae Bay showed 

the highest occurrence probability when ten days of precipitation was more numerous then average 

precipitation.   

      Keywords: Jinhae Bay(진해만), Marine environment(해양환경), red tide( 조)

1. 서  론

  진해만의 조발생은 1961년을 시발로 하여 지 까지 거의 매년 만성 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 원인생물 

한 조발생 기에는 일부의 규조류에 의해 복합 인 조발생이 보여졌으나, 최근에는 와편모조류를 주

로 하는 식물성 편모조류에 의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원인생물도 매우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해만 조의 특징과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하여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해만

내의 상습 인 조발생해역인 마산만, 행암만, 당동만  원문만의 4개 내만과 그 나머지 해역을 진해만으

로 선정하여, 25년간(1981～2005) 진해만 해역에서의 조발생 련 자료를 분석하고 조발생시 해양환경 

특성, 원인생물의 출  상태, 수온과 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을 분석하여 진해만 조의 근본원인을 규명하

고, 책을 마련하고자 수행하 다.

2. 자료  방법

  1981년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진해만의 측정 에 있어서의 해양환경자료 

 조발생 황자료를 각각 입수하여 이를 분석하 다. 한 동 기간 기상청에서 측한 마산, 통 , 거제지

역의 기상자료 에서 해양환경  조발생과 련이 있다고 단되는 



Nano-S가 해양수질  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2. 장실험 결과

조천래, 조 서, 장 남1) (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기술학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1))

The Effect on the Sea Water and Sediment Quality by the Use of Nano-S

Ⅱ. Result of Field Experiment

Cho Chon-Rae, Cho Hyeon-Seo, Jang Young-Nam1) (Faculty of Marine Technology, Colleg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stitute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1)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조구제에 사용하기 해 개발된 Nano-S를 해양에 이용함에 있어 Nano-S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데 있다. 실험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6개월에 걸

쳐 이 졌다. 해역과 조간 에서 실시하 으며, 1%의 고농도구와 0.1%의 농도구로 구분하여 실

시하 다. 조사결과  실험구에서 조구제물질의 투여에 따른 유의 인 증감은 반 으로 나타

나지 않았다. 해역의 수질에서 pH, 염분, DO는  실험시간에 걸쳐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양염류는 실험기간에 걸쳐 농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해역의 질에서

는 측정항목의 농도가 낮아 졌으며, 조간 에서도 거의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투입한 물질의 양과 계없이 조구를 포함한 거의  시험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속

의 경우 고농도 투여구를 심으로 조사한 결과 물질투여 시험구에서 투여 후에 유의할만한 결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투여구를 조구와 비교하여서도 농도차이는 뚜렷이 발견되지 않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effect on the water quality and sediment 

environment by the use of Nano-S for anti-Red tide material.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at subtidal and intertidal zone during six months(from Aug. 2005 to Feb. 2006). The experiment 

sites were divided with concentration of materials. One is lower concentration(0.1%) and the 

other is higher concentration(1%).  The results of experiments were not shown the influence of 

the materials effect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Nano-S and the red mud. pH, salinity and 

DO were slowly increased during experiment period but nutrients were conversely decreased in 

the seawater. In the subtidal zone, qualities of sediments, IL, AVS and COD, were gradually 

lowered and the similar results were appeared in the intertidal zone. These results showed 

similar trends over all the experiment sites including control site. The results of heavy metals 

also did not show the interest difference effect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Nano-S and red 

mud compared with control site.

Key words : Nano-S, red mud( 토), field experiment( 장실험), anti-Red tide material(

조구제물질).



마산만에서 잔류성 독성물질의 배출원  오염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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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sources and contamination pattern of Persistent Toxic 

Substances(PTS) in Masan Bay, Korea

Minkyu Choi, Kui-Young Kim, Sang-Soo Kim, Hyo-Bang Moon, 

Seong-Gil Kim, Sung-Kyung Kang, Jong-Soo Park, Hui-Gu Choi

ABSTRACT

   The persistent toxic substances, such as PCBs, PAHs, nonylphenolic compounds, butyltins, 

sterols and metals, were analyzed in 40 surface sediment samples (～1 cm) from Masan Bay of 

Korea, to evaluate their sources and contamination patterns. The concentrations of butyltins, 

nonylphenolic compounds, Cd, Pb, Hg, Zn and Cu were relatively high in sediment samples from the 

stations which are located near Mansan City and urbanized areas, and decreased with distances from the 

land. However, the concentrations of PAHs, Cr, As and Se were flat in all the stations, indicating there 

are no big sources in the bay. multivariate analysis is used to assess sources and contamination pattern 

of these compounds in sediment. These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ⅰ) nonylphenolic compounds, 

coprostanol/one and butyltin being high contamination near mouths of river and harbors; ⅱ) PCBs, Cd, 

Hg, Cu, Pb and Zn near the cities; ⅲ) PAHs, As, Cr and Se in all the bay. To efficiently manage 

persistent toxic substances in marine environment, It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ces 

depending on the substances.

Key Words : persistent toxic substances, Masan Bay, sediment, multivariate analysis

1.  서 론

우리나라 연안환경은 정부의 해양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차 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부분 연안해역 해수수질은 2003년 기 하여 평균 Ⅱ등 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인구  공단이 집 되어 있는 일부 반폐쇄성 만의 수질은 Ⅲ등 을 과하는 심각한 오염상태에 놓여 있다
1)
. 특히 마산만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상태가 지속 으로 악화되어 1983년에 특별 리해역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마산만의 환경개선을 해 환경기 시설 설치, 오염물질 설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다. 그 지만 육상기인 오염물질  해양활동 기인 오염물질이 마산만에 지속

으로 축 되어, 화학 산소요구량 (COD), 총인 (TP) 등의 수질항목은 해역수질기  Ⅲ등 을 상회하고 있으

며, 만성 인 부 양화, 상습 인 조 발생, 층 퇴 물 유기물 오염 등 복합 인 해양환경 문제 이 발생

하고 있다2,3).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PAHs(polyaromatic hydrocarbons), 노닐페놀류화합물, 유기주

석화합물  속과 같은 잔류성독성물질들(persistent toxic substances)은 다양한 육상  해상활동에 의

해 배출되며, 최종기착지인 해양으로 유입된다. 일단 해양에 유입된 잔류성 독성물질들은 해 퇴 물에 축

되며, 생물농축을 통하여 해양생물에 축 되어 독성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물질로 인한 해양생태

계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해양생태계에서 이들 물질에 한 오염패턴과 배출원의 악하여 리방

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산만의 해양환경에 잔류하는 잔류성 독성물질들(PCBs, 

PAHs, 노닐페놀류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sterols, Cd, Pb, Hg, Cu, Zn, Cr, As, Se)을 분석하여 이들의 오염

패턴과 배출원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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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n order to setup the management system of water quality 

environment in Jinhae Bay, the behavior of Suspended Particulate Matters(SPM) 

were investigated. The behavior of SPM in Jinhae Bay were mainly transported 

through Gadeok Sudo. SPM inflowing loads of flood season and dry season in 

Jinhae Bay were estimated about 66.2 ton/day and 12.7 ton/day, respectively. 

From the simulated result of material budgets, a amounts of SPM were 1,147 

ton/day(outflow) in dry season and 1,096 ton/day(inflow) in flood season. 

Key Words : Jinhea Bay, Suspended Particulate Matters(SPM), 

              Numerical model, material budgets

  1 . 서  론

   남동해안에 치하고 있는 진해만은 구의 산란장이며 굴, 홍합, 피조개 등의 요한 양식장으로 수산활

동이 활발한 해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표 인 반폐쇄성 내만으로서 수심이 얕고 폭이 좁으며, 유속이 

느려 외해와의 해수교환율이 낮다. 한 1960년  이후 조성된 공업단지, 농공단지로 인해 연안지역에 인구

가 집  되면서 오염물이 지속 으로 유입하고 침강되어 양식어장으로서의 지속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항만공사 등을 한 설, 매립 등의 해상 공사 시 발생하는 다량의 부유물질로 인하여 수질환경과 생

태계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이와 련하여 진해만의 조 상(이[2004], 곽 등[2001], 이 등[1998]), 부 양화(김 등[1995], 김[1995]), 빈

산소 수괴(조 등[2002], 김 등[1994], 최 등[1994]) 등을 해석한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 진해만내에서 부유물질

의 정량 인 거동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해만 수질환경의 체계 인 리방안을 마련하기 한 기  연구로서 진해만으

로 유입되는 입자성부유물질의 유입부하량 산정  물질수지를 측하고자 한다.

2 . 재 료   방 법

2.1  상해역

   진해만은 남해안의 동쪽에 치하고 있으며 동서로는 가덕도 동두말에서 거제 교까지, 남북으로는 마산

내만에서 장승포시 양지까지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동서 방향의 폭이 총 25 km, 남북 방향의 길이가 

총 25 km 정도로서 평균수심이 10 ～ 20 m 정도 되는 천해이며, 가장 깊은 곳은 잠도와 거제만 북단 지

말 사이의 해역으로 수심이 50 m에 이르고 있다. 유역면 은 지부가 1,008 km2, 해역부가 637 km2로서 총 

면 은 1,645 km
2
이다.

   가덕수도는 폭이 넓으며 최 수심은 약 45 m정도이고, 견내량 수로는 폭이 단히 좁으며 최 수심은 약 





해양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방안

김종규, 박상우*( 남 학교), 류재홍(동의 학교)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Marine Tourism Information System

Jong-Kyu Kim, Sang-Woo Park*(Chonnam National University), Jae-Hong Ryu(Dong-Eu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해양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MGIS와 웹 가상 실을 목시켜 

Internet GUI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 다. 이를 한 가상 실시스템과 MGIS기반 원격탐사자료

( 성 상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여수지역의 3차원 해양 정보 시스템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 the Marine Tourism Information System integrating importance and information 

system for the marine tourism information. We design a Web GUI system integrating  MGIS and 

Web Virtual Reality. Finally, we propose a three dimensional Marine Tourist Map of Yeosu using 

MGIS-based remote sensing(satellite image and aerial photography) data and virtual imaging system.

Ke y  W o r d s  : Marine Tourism Information System, MGIS(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UI(Graphic User Interface), Virtual Reality, VRML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1.  서 론 

   최근 문화․ 의 진흥이 진척되며 특히 주 5일 근무제와 소득의 증 로 인한 자기개발의 기회와 여가 

증진을 한 다양한 장소가 요구되고, 의 패턴이 소극  에서 극  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

세로 변화하면서 스포츠․  활동의 고 화가 진행되어 연안  해양 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랑스 지 해 랑독-르시옹과 같은 국민해양휴양 지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어 의 지화를 진하

며 기존의 산악․호수 주의 내륙 에서 근성과 편의시설을 강화시킨 해양 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마리나 등 련 인 라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김[2003]). 

   해양 정보시스템(Marine Tourism Information System)은 단순하게 말하면 해양 정보를 시스템화

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기 해서는 해양 정보의 개념을 정립

하는 것이 우선 이다. “해양 정보(Marine Tourism Information)”란 자에게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유익하고 가치있는 지  련업체 등 해양 과 련있는 다양한 정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 있어서 정보란 여행자와 자들이 목 지향 인 행동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일체의 알림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상에 있어서 정보란 교통수단과 함께 주체인 자와 객

체인 상을 연결시켜 주는 매체를 이루는 것이다(이[2002]). 

   한편, 오늘날 인터넷의 보 이 화되어짐에 따라 웹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의 시각화 즉, 지도나 그래픽으로 자료를 표 하는 방법은 정보를 달하는 데 매우 편리하고 효과

이며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향상과 가화로 인하여 지형공간정보, 3차원 그래픽, CAD  가상 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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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조선을 심으로 선박으로부터의 기오염 배출특성을 보여 다. 기존의 연구

에 의하면 선박기인 기오염 수 은 트럭기인 기오염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계속 인 

심과 선박  엔진연령에 따른 다양한 선종에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신조선의 경우 

운항  CO, CO2, NOx의 발생량 분포는 각각 0.034-0.007 %, 4.95-3.23 %, 0.118-0.061 %이

었으며 엔진출력이 증가하면 CO는 낮아지고 CO2와 NOx는 다소 증가하 다. 배기가스의 

배출량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인자는 엔진출력과 연료사용량으로 CO2와 NOx는 각각 -50 
%, +49 %, CO는 각각 -32 %, +32 %로 분석되었다.

Abstract - This study shows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ir pollution from new ships in service. 
An existing study reported that ship emission was higher than overland diesel emi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watch with deep concern and study in various ways for various ships. In a sea 
trial test of new ships, the emission distribution of CO, CO2 and NOx was 0.034-0.007 %, 4.95-3.23 
% and 0.118-0.061 %, respectively. CO2 and NOx emission were the higher, the higher engine power 
was. CO emission showed a reverse tendency to. In sensitivity test of sailing parameters to specific emission 
of CO, CO2 and NOx, the principle factors affected a variance of specific emission were fuel consumption 
and engine power. In CO2 and NOx, the variance fraction of fuel consumption and engine power to specific 
emission was -50% and +49%, respectively. In CO, it was -32 % and +32 %, respectively.

Keywords : ship(선박), air pollution( 기오염), sailing parameter(운항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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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폐 FRP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그것의 폐기 처분이 문제시 되면서, 보다 친환경 으로 보다 부가가치가 높

은 쪽으로 재활용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폐 FRP의 로빙층으로부터 약 50 mm 길

이의 유리섬유를 얻었다(이후 ‘F-섬유’). F-섬유는 매트층과 로빙층을 결합시키기 해 사용하 던 수지를 

약 25% 정도 포함하고 있었다. 잔존하는 수지로 인해 F-섬유의 인장강도와 0.1 M NaOH 용액에서의 화학  

내식성이 원료 유리섬유에 비해 각각 2 배와 3배 만큼 크게 나타났다. F-섬유를 부피비 2% 포함한 모르타르

는 28일 양생 후 F-섬유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비해 휨강도가 34.6% 증가함을 보 다.

 ABSTRACT

Since widely used FRP results in some waste hard to be dealt with, lots of research have been reported 

for the recycling methods in favor of the environment and for the higher value-added products. In this 

research roving cloths from FRP waste panel were used to obtain the glass fibers about 50 mm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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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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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Polystyrene Buoy Thermal Volume Re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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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에서 큰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어업용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남해군에서 현장운용 및 

보완과정을 거친 이후 성공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시간당 100Kg의 폐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를 2005년까지 총 17개의 감용 시스템

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다. 소각이나 매립 등의 처리가 곤란하였던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감용처리하여 그 결과물을 플라스틱 원료로 100% 재활용할 수 있으며, 처리비용 개념에만 머물던 

폐스티로폼의 처리를 부수적인 수입발생형태의 처리구조로 바꿀 수 있었다. 폐스티로폼 감용 시스

템이 보급되어 운용되고 있는 8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폐스티로폼 감용 시스템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 해양환경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The Polystyrene Buoy Thermal Volume Reduction System was developed which 

was playing important role in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coastal area by treating used 

fishery polystyrene bouy. It was practiced and adjusted in Namhae-Gun and the systems 

are provided to local government. Up to 2005, 17 facilities have been installed with the 

capacity of 100kg/hour treatment of used polystyrene buoy. By environmentally friendly 

treatment which solved many problems of incineration and landfill, the used polystyrene 

buoy can be completed reused to plastic resources. The cost of waste treatment can be 

turned to profit of generating useful resource. The survey result of the 8 regional 

government which were provided with polystyrene buoy thermal volume reduction system 

shows that it contributes hugely to the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Key words : polystyrene buoy thermal volume reduction system(스티로폼 감용 시스템), 

plastic resources(플라스틱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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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한해에 약 3000톤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업용 폐스티로폼은 연안역의 미관훼손은 물론이고 수

산업 및 해안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다(강창구 외, 2002). 이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01년에 어업용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남해군에서 현장운용 및 보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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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 Marine Eng. Hongik Univ.), Ildong Kim(Graduate School, Dept. of Mechano-informatics & 

Design Eng. Hongik Univ.)

요 약

산업의 발달과 함께 해상물동량이 증가하여 해상교통이 복잡해짐에 따라 해상에서의 해난 사고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 선박의 충돌 사고에 한 연구는 주로 충돌 사고의 원인 분석에 을 두어 왔으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역학 인 해석이 더 첨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FRP 재질의 소형 어선 

간의 여러 충돌 상황에서의 변형 거동에 한 것이다. 선체에 한 3차원 기하학 인 모델링을 수행 한 

후,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고 역학 인 해석 기법인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동  해석을 수행하 다. 두 

가지의 충돌각도(90˚, 135˚)와 세 가지의 충돌속도(5, 10, 15 노트)의 조건을 조합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각각의 경우에 하여 응력분포와 변형상태를 살펴보았다. 체 으로 90˚의 충돌 각도에서 135˚의 경우보

다 응력이 컸으며 충돌하는 선체의 선수부보다 충돌당하는 선체의 측면 부 에서 큰 응력이 발생하 다.  

150ms의 해석시간인 경우 90˚ 충돌각도에서는 10knot, 15knot 모두 충돌하는 선체나 층돌 당하는 선체에

서 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경우에서 시간에 따른 변형에 지와 운동에 지의 변화 상

태를 조사함으로써 거동 체에 한 경향을 악하 다. 해석 결과는 추후에 부분 별 강도를 고려한 선

체의 설계에 필요한 기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collision analysis is carried out between two small-sized FRP fishing boats. A computer 

simulation with finite element method is used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At first,  a detailed geometric 

model of the boat is constructed  using 3-D CAD program. The formation of a finite element from a 

geometric data of the boats is carried out using HYPERMESH that is the commercial software for mesh 

generation and post processing. Six collision configurations are established by combining two kinds of 

contact angle(90˚, 135˚) and three different speed(5, 10, 15knot).  Collision analysis is accomplished using 

DYNA3D.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ation shape are investigated for each collision condition. In 

general, 90˚ collision angle generate larger stress than 135˚ case. When analysis is carried out until 

150ms contact parts of two boats are broken for 10 and 15knot collision speed, in which maximum 

stress is larger than ultimate strength of the material. Internal and kinetic energy history are studied for 

each collision case to examine dynamic behavior of whole system.

Keywords : 합성수지강화 라스틱 선박(FRP Boat), 충돌해석(Collision Analysis), 충돌상황(Collision 

Configuration),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응력분포(Stress Distribu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지리 인 조건 하에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해상물동량이 증가

하여 해상교통이 복잡해짐에 따라 해상에서의 해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의 발달에 

따른 어선 숫자의 증가로 어선 간 충돌사고가 체 해난 사고의 약 32%를 하고 있으며, 그 에서 야간에 

해 내에서의 사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 계 으로는 안개기 많은 철에 사고가 빈발하며 사고 

당시의 선박의 속력은 5-10노트가 체 에서 60%를 하고 있으며 사고의 선체의 크기는 20톤 미만이 약 

15%를 하고 있다.([1])

   자동차의 충돌에 한 연구는 충돌의 역학 인 해석과 사고의 원인 규명  사고의 재구성 등 다양하지

만(Jang[2001]) 선박의 충돌 사고에 한 연구는 주로 충돌 사고의 원인 분석에 을 두어 왔다. 그 연구 

결과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법을 이용하여 선박충돌사고 인 요인 모델을 구축하고, 선박충돌사고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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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해 고성주변해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심층수의 합성  안정성 악을 하여 

동해 심층수의 순환과정  형성과정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심층수 순환과정  형성과정 재 을 하여 해수유동모델과 해수 이동확

산모델을 각각 개발하 다. 해수유동모델은 3차원 해류모델과 2차원 조류  취송

류모델을 각각 수립하 으며, 해수유동모델에서 재 된 해수유동을 이용하여 동해

심층수 순환과정  형성과정을 재 하 다. 동해 심층수의 순환은 한해 을 통

해 유입된 해수의 이동확산경로로써 재 하 으며, 고성 심층수의 형성과정은 고

성주변해역의 심층수를 상으로 실시간의 해수유동을 용하여 이동확산경로를 

역으로 추정함으로써 과거의 치  이동경로를 재 하 다. 고성 심층수 기원추

에서는 1년 의 치  이동경로와 10년 의 치  이동경로를 각각 재

하 다.

핵심어: 심층수, 심층수 순환과정, 심층수 형성과정, 해수유동모델, 해수 이동확산

모델

1. 서  언

해양 심층수는 태양 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해역에 존재하여 연  안정된 온성을 유

지하고 있으며, 세균, 병원균 등의 유기물은 거의 없고 해양생물의 생장에 필수 인 양염류나 미네랄과 같은 

무기물은 풍부한 해수자원이다. 즉, 해양 심층수는 온성, 청정성, 안정성, 부 양성, 미네랄성, 숙성성 등의 특

징을 가진 유용한 해양자원이며, 태양 을 에 지원으로 하는 물질순환계에서 생성되는 해수로서 재생  순환

되는 막 한 청정자원이다 (豊田孝義, 1999).

  해양 심층수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양자원학  측면에서 일본 수산심층수 의회

는 “해양심층수란 합성에 의한 유기물 생성이 일어나지 않고 분해가 탁월하며, 겨울철 해수의 연직 혼합작용

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이하에 있는 해수”라고 정의하 다 (富山彎深層水利用硏究 , 2000).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심층수의 이용을 하여 2000년부터 동해 고성 주변해역을 상으로 심층수를 개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해의 200m 이하에 존재하는 해양 심층수는 이러한 자원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

품의 해수자원인 것으로 밝 지고 있으며, 고성 주변해역을 상으로 2000년부터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m 이심 해수는 표층 해수와는 다르게 자원학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등, 2004). 그러

(1) 정회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연구소

(2)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료의 과학적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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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에서 측량 및 관측되는 해양자료들은 그 종류나 형태가 다양하며, 세부연구 

분야에 따라서 사용되는 자료의 포맷이나 표현 방식이 상이하다. 이는 해양이라는 

대상 자체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연구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의 표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자료는 공간적으로 1차

원부터 3차원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시간적으로는 한 순간의 공간분포자료

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수집된 해양자

료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해양자료의 활용범위가 넓

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자료의 서비스 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항공사진, 멀티빔, 지층탐사 등의 각종 측량자료를 바

탕으로, 조위, 조류, 해류, 파랑, 수온, 염분, 해양기상자료 등의 관측자료 및 해수

유동모델, 파랑모델, 침식/퇴적 모델, 온배수 확산 모델, 해양수질모델 등 수치모델

링 결과에 이르기까지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

는 수단으로 과학적 가시화 제작툴(SVT: Scientific Visualization Toolkit)의 제

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양 자료에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해양 자료가 가지는 시공간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도

록 SVT를 설계하였다. 

  해양으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자료들은 각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 그래프, 도

표, 도식, Vector/Raster Map 등의 1ㆍ2차원 형식이나 3차원 해저지형, 3차원 

객체 및 가상 효과 등의 형태로 가시화할 수 있다. 이처럼 각종 해양관측자료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추가적으로, 대용량

의 해양 자료들을 웹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것이다.

ABSTRACT

  Oceanic data, which is measured or surveyed is vary in kind and 

shape.  At the same time, it has different data formats or expression 

ways according to particular study area. This is due to that the 'Ocean' 

itself is studied over the various scientific field and the expression ways 

of oceanic data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needs. Spatially, the data 

types are different from one-dimensional to three-dimensional. And 

there are static data at one side, and time series data the other side 



모래해안의 환경 리방안
- 사회 수용력 분석을 심으로 - 

김종덕, 장원근,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Environmental Management of Sand Shore

- Analysis of Social Carrying Capacity - 

J. D. KIM, W. K Chang, K. H. Yook (Korea Maritime Institute)

요약

해안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질 중에서 모래해안은 지형적으로 평탄하고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

는 곳이 많아 해수욕장 등 관광레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위성사진 분석결과, 우리

나라에는 총 11,914km의 해안선 중 모래해안이 802km정도 분포하고 있고 이 중 32%인 256km

정도가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모래해안에는 연간 9

천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매우 과밀한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모래해안의 환경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적인 분포특성과 모래해

안이 가지는 환경적 기능을 개관하고, 사회적 수용력 개념을 도입하여 적정이용밀도를 분석하였다.

ABSTRACT

In Korea, sand sho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creation resources attracting more 

than 90 million visitors a year for its pleasant condition to enjoy outdoor activities 

including sea-bath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atellite image, there is 802km of 

sand shore in total national coastal line 11,914km and 256km is using as tourist beac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hysical distribution and environmental functions 

of sand shore, and to analyze social carrying capacity of beach use for sustainable sand 

shore management. 

Keywords : Sand Shore(모래해안), Social Carrying Capacity(사회적 수용력)

1. 서론

   모래해안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에너지 작용과 육지와 바다사이의 모래이동과정을 거쳐 형성된 연안지형의 

하나이다. 또한, 높은 염분을 가진 토양과 강렬한 태양광, 극심한 지표온도 일교차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열

악한 생물서식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귀중한 유전적 자원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래해안의 관리는 단순히 해수욕장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환경 및 자원관리의 개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연간 9천만 명에 이르는 해변 이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관리정책의 수립은 기

초자료의 부족 등으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모래해안 분포를 파악하고, 모래해안이 가지는 환경적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적절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실제 이용객의 의식조사를 통해 적정수준의 이용밀도에 대한 



낙동강 하구 사주지역의 지형변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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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ering of Topographical Changes at a Sandbar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I.C. LEE, B.H. YI*, K.H. KIM1) and H.S. Yoon2) (1)Dept. of Ocea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
Research Center for Ocean Industrial Developm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as a basic study for prediction of topographical change in Nakdong 

River Estuary, monitoring of topographical changes at a sand bar around Jinudo 

which located in western part of Nakdong River Estuary were carried out. Form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monthly changes of 

erosion/deposition around Jinudo and environmental factors, we found that 

Topographical change of Jinudo appeared a clear seasonal variations with the 

erosion of the southern part and deposition of the eastern part during Summer 

and with the deposition of the southern part and erosion of the eastern part 

during winter.

Key Words : Topographical change(지형변화), Monitoring(모니터링), Sandbar(사주), 

Nakdong River Estuary(낙동강 하구)

1 . 서  론

  하구는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인접하는 해역으로 담수와 해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해양환경의 변화예

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하구역에서의 지형변화는 조석, 파랑, 지형조건, 해수유동 외에도 퇴적물의 

유입부하량에 영향을 주는 강수량 하천유량 등 많은 외력인자의 영향으로 제현상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구역에서 방조제 축조, 하구둑 공사, 간척 및 매립사업 등 주변 환경변화를 야기하는 

일련의 사업이 실시되었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형변화, 수질오염 및 저질오염 등은 심각한 문

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김 등[2001]).

  낙동강 하구 역시 녹산 공단 조성, 하구둑 건설 등으로 해안선의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하구둑 건설 

후 해수흐름 및 해저지형이 변화하였으며, 사주의 생성과 소멸, 항로 매몰 및 소형어선 통항로의 협소화 등

으로 인하여 해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신항만 개발과 택지조성 등 여러 산업시설 및 주거

단지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되어있어 앞으로도 환경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 사주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낙동강 하구 연안사주 지형의 변화(반[1995]), 하구둑 건설 이후 

낙동강 하구역 삼각주 연안사주의 지형변화(김[2005]), 낙동강 하구 사주발달에 관한 연구(김 등[2003]) 등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사주지역에서의 모니터링에 의한 지형변화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역 사주영역의 장기적인 지형변화 예측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낙동강 하구역 

서측 사주지역에 위치한  진우도를 대상으로 지형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진우도 지형변화의 시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침식퇴적속도와 환경요소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진우도의 지형변화가 어떤 환경요소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CO2 해양처리기술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망

강성길*, 류재웅*, 박용찬**, 강창구*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 온난화는 인류의 산업 경제활동과 련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기 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CO2)의 증가에 의해 가속화 되고 있다. 기  이산화탄소 증으로 인해 기후변화와 함께 해양환경의 산성

화, 생물 종조성  생태계 변화, 양염 순환구조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지구온난화를 

감하기 한 안으로 기술개발  국제 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약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1990년 기 으로 평

균 5.6% 감축하기로 합의하 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의 1차(2008～2012)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국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가 OECD 국가 에서 1 , 배출총량이 세계 9  등

의 치를 감안할 때 2012년 이후 2차 이행기간(2013～2017)  의무감축 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에 국내외 련 동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미연에 지구온난화 문제에 극 처하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련 산업  경제 활동 피해를 방하기 한 다양한 정책   기술  안개발

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응기술은 크게 에 지효율 개선기술, 체/청정에 지 개발, 생물흡수원 확  등이 꼽

힐 수 있으나, 지난 2005년 9월 IPCC 회의  동년 12월 11차 기후변화 약 당사국회의 등을 통해 발 소 등과 

같은 특정한 발생원으로부터 CO2를 량으로 포집하여 이산화탄소 장용량이 매우 큰 해 /육상의 유·가스 , 

수층 는 해양에 수백년-수천년 이상 장시키는 이산화탄소 포집  장기술 (carbon dioxide storage, 

CCS)이 새로운 기술  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기술은 기존의 기술들이 교토의정서상에서 요구하는 온실

가스 감축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한계 을 보완해주는 과 함께 기존의 CO2 기반 에 지 공   

산업구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약 응을 한 기술개발 로드맵

이 과학기술부를 심으로 정부에서 작성되고 있는바, 본 로드맵에서도 CCS 기술이 핵심 기술의 하나로 간주

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이미 발   화공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CO2 포집기술과 연계되는 이산

화탄소 장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 해양연구원은 해양수산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4

년까지 10년동안 4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련 연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 해

양물리, 해양생태, 지질학, 자원학, 화공학, 조선공학, 해양공학 등 다학제에 걸쳐 11개 연구 이 구성되어 련 

세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장방법으로 ‘해양지 ’을 우선 으로 실용화하고 ‘해양 류’나 

‘해양분사’ 등은 그 기술 , 환경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국 등은 이미 ‘해양지 ’을 실

용화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육상’의 가스 이나 유 이 없는 특성이 있기에 ‘해양’, 특히 동남해의 ‘가스

’이나 서해의  ‘ 수층’ 구조 등을 활용한 ‘해양지 장’의 실용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지난해  올해는 10

년 기간  기단계 사업으로 연구개발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핵심기반기술을 악  연구하

는 기획성 연구를 추진하 으며, 내년부터는 본격 인 연구 산이 확보되는바 일차 으로 이산화탄소 해양 지

장이 가능한 후보지역을 국내에서 도출하고 지질학  특성 악  주입공정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 성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런던 약 96의정서상에서 

‘해 지층구조’에 투기할 수 있도록 련 법제 개정을 논의되고 있다. 런던 96의정서를 개정하여 해양에 투기 

가능한 물질목록에 이산화탄소를 추가하고 당사국들이 취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해양지 장에 따른 해성 

평가  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국가로 ‘수출’이 가능한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본 ‘CO2 해양

처리기술개발’ 연구를 통하여 교토의정서상의 CO2 배출규제압력에 능동 으로 응하고 막 한 온실가스 감 

credit를 확보하여 련 환경비용 감  국내 산업피해 방을 통하여 2015년 이후 연 1조원 이상의 직 인 

경제이득 효과를 기 할 수 있다.1)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CO2 해양처리 기술개발(II)”사업 연구결과의 일부임.



이산화탄소 해 지질구조 격리의 국제 제도 동향

홍기훈 (한국해양연구원)

   국제 으로는 지구온난화 완화 방안  이산화탄소의 해 지질구조 격리사업이 상용화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이를 권장하는 유엔기후변화 약(UNFCC)의 입장과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

히 리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는 런던 약(LC)의 입장을 조화시키려는 비 작업을 런던 약에

서는 1999년 이산화탄소의 해양격리 논의를 시작한 후 최근 본격 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로서는 

런던 약/의정서에서는 산업폐기물인 이산화탄소의 해양투기를 원칙 으로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런던 약/의정서의 개정방향에 한 최근 논의결과를 보고하여 우리나라 입장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05년 11월 재까지 런던 약에서는 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해양의 표면을 산성화 시키

고 있는 등 구체 인 해양 환경  생태계에 피해를 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 해

지질구조 격리사업은 북해 등에서 이미 실용화 되어있고 이산화탄소 해  지질구조 주입 후의 이

산화탄소 거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안정 임인 주지하고, 이산화탄소 해 지질구조 격리사업이 

해양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기술 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리방안을 도출하고, 행 

런던 약/의정서의 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 해 지질구조 격리 사업을 진하여 지구온

난화를 완화/방지시키고자 논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해 지질구조 격리사업은 유엔기후변화 약(UNFCC)의 정부간 기후변화패  

(IPCC)에서 지난 해 9월 이산화탄소 포집격리 특별보고서를 출 하고, 해 격리를 개별국가의 흡

수원으로 인정하기로 하 다. 교토의정서의 이산화탄소 감축의무의 직 상국은 아니어도 재 

이산화탄소배출이 세계 9 에 있고, 이산화탄소배출량 증가율이 1 인 우리나라로서는 국가 의무 

이행차원에서 “이산화탄소 해 지질구조 격리”는 실 인 유일한 안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4월의 런던 약의 이산화탄소 해 지질구조 격리에 한 특별회의 결과를 정

리하고 아국의 입장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CO2 해양처리 기술개발(II)”사업 연구결과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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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모(한양 학교),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기 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지구 체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산업 명 

이래 화석연료 소비의 증가에 따라 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하 으며 이

로 인해 19세기 이후 지구표면온도는 0.6oC 가량 높아졌으며, 해수면은 지난 100

년간 10-25 cm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이산화

탄소를 감하기 해서는 에 지를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발생

을 감소시키거나 탄소 혹은 무 탄소 신에 지원의 사용을 증가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에 지원의 개발은 기술 으로나 경제 인 측면에서 단시일

내에 실용화하기 힘들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재 고려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고정 는 격리방안으로 회수된 이산화탄소를 해  는 해양퇴 층 내에 장하

는 방안이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퇴 층을 상으로 이산화탄소를 격리 할 수 있는 지질학 인 구조는 1) 

생산 이거나 고갈된 유가스 , 2) 심부 수층, 3) 암염층  석탄층을 들 수 있

다. 유가스 은 생산정의 경우 오일 는 가스의 회수 증진을 해 이산화탄소를 

주입 할 수 있고, 고갈된 류층은 오일이나 가스가 유하고 있던 공간을 이산화

탄소의 구 인 격리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심부 수층의 경우 상

부에 불투수 덮개암이 존재할 경우 유,가스 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유체를 장하

기에 당한 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세번째로 석탄층 내에는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수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메탄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석탄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석탄층 표면에 흡착되고 메탄

의 탈착을 진 시키게 된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흡착량은 메탄의 3배정도로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격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에 지원의 환

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화석연료의 사용 억제는 경제활동을 축시키게 되며 새로

운 에 지원의 개발 역시 단시일내에 실용화하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을 해 산업체로부터 회수된 이산화탄소를 해양 는 지질학  구조에 장

하기 해 필요한 핵심요소기술 개발에 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에 지 다소

비 국가인 우리의 경우 상기 련 기술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능

동 으로 처하기 하여 국내 해양퇴 층을 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격리기

술개발과 탐사작업에 극 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CO2 해양처리 기술개발(II)”사업 연구결과의 일부임.



이산화탄소(CO2) 심해주입기술 분석

홍섭*, 최종수*, 김형우*, 여태경*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연구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의 하나인 기  이산화탄소를 포집․고정하여 해양에 처리하기 해

서는 CO2 심해주입기술이 요구된다. 육상에서 이 라인을 통한 액화이산화탄소의 수송기술

은 이미 실용화되어있다. 반면, 연간 1,000만 t-CO2의 이산화탄소를 심해에 주입하기 해서는 

육상 이 라인 액화 CO2 수송기술 이외에도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 확립되어야 한다. 

국제 으로 CO2 해양처리에 가장 극 인 일본 정부

는 「 류 장 형 」 , 「 층 희 석형 」 , 「 지 장 법 」 등 에 

한 기술타당성 연구를 활발히 지원 이다. 해  지

장법은 북해유  지역에서 이미 실용화된 반면에, 

류 장법 는 층희석법의 경우, 육상 이 라인 수

송이나 지 장법과의 주요 차이 은 액화된 CO2의 공

부만 있고 수 부(receiver)가 없고, 주입 이 부식성

이 강한 해수에 노출되며, 해상설비  해  주입 이 

바람, 도, 해수 유동의 향으로 끊임없이 요동하는  등이다. 

액상 CO2 심해주입기술은 1) 액상CO2 유동 제어기술, 2) 심해주입  신뢰성  핸들링 기

술, 3) 해상 랜트 구조  하역 설비기술 등 세 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심해주입 은 우선 랑  해상 랜트 동요에 의한 축진동, 주입  외벽 결빙(freezing) 효

과, 와유기진동(VIV) 조건 하에서의 구조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온강도, 해수부식, 피로강

도 등을 고려한 재질선정이 필요하다. 한편, 상부 랜트와의 체결  이  단 요소간 체결

에 있어서 안 한 방법이 확립되어야 하며, 신속한 핸들링과 자동화 시스템  비상조치가 기

술 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상당한 기간 동안 원해(offshore)에 머물며 이산화탄소 심해주입 작업을 수행하는 해상 랜

트는 효율 인 하역 설비가 탑재되어야 한다. 해상 랜트 구조는 일정량의 액화 CO2를 장

하고 동시에 심해주입 을 핸들링하는 을 고려하면 액화화물 수송선과 시추선의 복합선체가 

요구될 것으로 분석된다. 먼 , CO2 장화물창이 요구되며, 액화이산화탄소 하역 작업의 안

성 확보  시간 감, 주입  구조안 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해상 랜트 구조물의 우수

한 내 성능과 치제어기술이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액화이산화탄소의 하역 작업이 동요하는 해상조건에서 이루져야 하는 을 고려

할 때, 수송선과 해상 랜트구조 간의 과도한 상 운동을 보상하기 한 Loading Arm이 필요

하며, 수화물(hydrate)化를 방지하고, 하역 작업 흐름을 제어하는 하역 설비기술이 개발되

어 실용화되어야 한다. 

해상 랜트 선상에 설치 작업하는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해  환경하 에 노출되는 심해주

입 은 주기 운동과 와유기진동(VIV)에 한 구조안  해석기술이 개발되어 설계에 용되

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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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에서의 물과 이산화탄소의 열역학  거동

김용수, 이철수* (고려 학교 화공생명공학과)
1)

  최근 이산화탄소의 처리 방법으로서 해양 장법이 주요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해양 장

을 한 공정 개발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열역학  상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한 

400 m 이하의 온 고압의 해수조건에서는 이산화탄소는 물과 결합하여 기체수화물을 형성한

다. 한 염의 존재 역시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

체수화물과 NaCl의 상평형에 한 실험  측정과 이의 상평형 모델링에 한 연구 결과를 나

타내었다.

  과량의 소 수용액과 기체수화물이 존재하는 계에서 수용액 상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를 측정

하 으며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실험장치의 개략도와 자세한 실험방법은 Yang 등[2000]의 논

문에 나와 있다. 기체수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염이 존재하는 경우 

감소한다. 그러나 기체수화물이 공존하는 경우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기체

수화물-수용액-기상의 3상 평형의 경우 염이 존재함에 따라서 평형 압력이 증가하며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이들 실험 결과들은 electrolyte NLF-HB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Kim 등[2003]이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평형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그림 1과 2에서 실험데이터와 비교하

다.

F ig . 1  C o m p a r iso n  o f  e x p e r im e n ta l a n d  c a lc u la te d  so lu b ili ty  o f  c a rb o n
d io x id e  in  w a te r  in  H -L w  e q u ilb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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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lc u la tio n  o f  2 7 9 .3  K
C a lc u la tio n  o f  2 8 0 .3  K
C a lc u la tio n  o f  2 7 9 .3  K  fo r  0 .5  M  N a C l 
C a lc u la tio n  o f  2 8 0 .3  K  fo r  0 .5  M  N a C l 

F ig . 2  C o m p a riso n s  o f  ex p erim en ta l a n d  c a lcu la ted  d isso c ia tio n  p ressu re
o f  c a rb o n  d io x id e  h yd ra te  fo r  so d iu m  ch lo rid e  in h ib it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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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 t %  [D h o la b h a i e t a l. 1 9 9 3 ]
1 0  w t %  [D ho la b ha i e t a l. 1 9 9 3 ]
1  M  [V lah a k is e t a l. 1 9 7 2 ]
C a lc u la ted  fo r  no  in h ib itio n
C a lc u la ted  fo r  3  w t %
C a lc u la ted  fo r  5  w t %
C a lc u la ted  fo r  1 0  w t %
C a lc u la ted  fo r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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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화학모델링을 이용한 해양- 기 이산화탄소교환량평가

박 규, 최상화 (한국해양연구원)
1)

인류의 경제활동과 산업화에 따라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과 시멘트 수요의 증

가로 매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기로 방출되고 있고, 이런 상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

고 있음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IPCC (2001)에 의하면 서기 2100년에는 이산화탄소와 같

은 온실기체의 온실효과에 의해서만 지구평균기온이 약 1
o

C～6
o

C 가량 상승될 것으로 추정된

다. 그리고 이런 온난화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와 경제  손실을 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IPCC 2001년 보고서에 의하면 재 인 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가운데 약 30% 가량이 해

양으로 유입되어 기로부터 제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3.4.1). 해양은 기에 비하여 

약 50배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으나 해양 상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상에 비하여 

측이 어려워 이에 한 지식이 상 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해양순환과 탄소화학이 결합된 

해양 생지화학모델을 이용하여 해양 기 이산화탄소교환량을 평가하 다. 반 으로 모델의 

수온이 측보다 낮게 나타나는 도해역에서는 측과 다른 결과를 모사하 지만, 이 해역을 

제외하고는 모델결과가 측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이산화탄소농도가 증가하면 해양으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당연히 증가하는데, CO2의 “흡수원”은 더욱 강한 “흡수원”이 되

어 남극해에서 증가하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CO2 해양처리 기술개발(II)”사업 연구결과의 일부임.



액  분출 특성 악을 한 실험  연구

정노택, 김선동 (한국해양연구원)

온난화 물질의 해양처리에 있어서 공학기술을 응용한 환경  처리가 매우 요하다. 심해 처리를 해 방류 

는 배출된 물질이 해양에 희석이 된다고 가정하면 여러 공정 에 방류시의 문제가 해양처리에 있어서 인류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방류시에 액 크기의 균일분포가 요구되며, 주 흐름

의 모사를 통하여 액 의 이동  용해의 문제를 여러 실험을 통하여 미리 환경  인자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

다. 본 요약 논문에서는 상온상압상태에서 노즐을 통한 실리콘 액 분출 특성을 악하기 하여 실험장비를 제

작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노즐의 형상에 따른 민감도를 악하기 하여 노즐  형상과 노즐의 직경을 달리

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연속상이 되는 유체인 청수와 해수인 경우도 액 에 미치는 변화강도를 악하 다.

      

    (a) 56ml/min    (b) 72      (c) 90     (d) 105      (e)124      (f)183

<유량변화에 따른 실리콘 액 의 분출형상, 노즐의 IO/DO : 2.5mm/20mm>

 그림은 노즐의  형상  평면일 경우에 분사되어 나오는 실리콘 액 의 유량별 액 의 분포양상을 보여

주는 사진으로서  유량일때는 액 의 체 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때 분출되는 유량속도가 가장 작음에 따

라 상단의 wet-area가 가장 넓게 분포되어 비교  큰 액 을 형성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액 의 볼륨이 가

장 크게 나타나지만, 유량이  커짐에 따라서 액 의 크기는  어들어 pinch-off 상이 뚜렷이 나타난

다. 균일하게 액 의 크기가 어들고 있으나 방출양이 많아 질수록 액 의 축 칭성이 깨지면서 액 의 크기가 

크고 작은 액 이 동시에 분사되고 있는 양상이다. 뿐만아니라 105ml/min을 기 으로 유량이 커질 수록 액주의 

길이과 wet-area는 어들고 액  천이 역과 난류 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한 그 유량을 기 으로 하여 액

의 크기는  커지면서 액주를 포함한 액 표면의 비선형성이  강해진다.

본 실험을 통하여 액 의 균일 크기 분포를 해서는 난류보다는 층류유동(Re≒1384) 는 그 이하를 유지하

면서 균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향후 액 방출 후의 물질이동에 따른 확산 역을 유추하

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1)

[참고문헌] 정노택, 2005, “분사액  크기조 을 한 실험  연구”, KORDI 보고서, UCE011g-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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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Typical patterns of liquid jet and droplets 

with exit velocity variation. 

Fig.2 Jets and droplets with varying nozzle 

diameter. D=0.85, 3.0, 6.0 and 9.4mm, and 

Re_n=500, 460, 480 and 600 from left to right.

Fig.3 Jets and droplets with Reynolds number 

variation. Re_n=220, 480, 840 (1st row), 900, 

2200 and 3000 (2nd row) from left to right.

노즐을 통해 수  방출되는 액화 CO2 유 의 형상특성

Characteristics of CO2 Droplets Formed by Injection into Sea 

Water through Nozzles

송무석(홍익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수 에 방출된 액화CO2에 의해 생태계가 받게 되는 단기 이고 국부 인 향은 방출 기 CO2 유

의 형상 특성에 한 련이 있다. 노즐을 통하여 방출되는 액화 CO2는 노즐의 크기, 두 액체의 물

특성, 그리고 방출속도에 따라 제트를 형성하기도 하고 크기와 주기  특성을 달리 하는 액 (droplet)을 

생성하기도 한다. Fig.1에는 방출속도의 증가에 따른 제트 길이와 유  크기의 변화를 요약하여 도시하

다. Fig.2는 표면장력, 즉 Weber 수의 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Reynolds수를 비슷하게 유지하며 노즐

의 직경에 변화를  경우의 유 특성을 보인다. Fig.3은 방출속도, 즉 Reynolds 수 증가에 따른  유

과 제트의 형상 변화를 보여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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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의 용존 CO2가 해양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향

              

이정석1, 이규태1, 김찬국1, 박건호1, 이종 1, 강성길2

1
(주)네오엔비즈 환경안 연구소, 

2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연구소

1)

   격한 산업 발 과 도시화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기  이산

화탄소(CO2)의 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는 

산업활동의 부산물로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획하여 액화한 다음, 해 퇴 층

이나 심해에 투기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격리하는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상당량을 해 에 격

리함으로써 기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격한 증가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량의 이산화탄소가 해양환경에 유입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물리화학 , 그리고 생물학  향에 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

아 이에 한 충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해에 주입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속한 해수 산성화를 래하여 이에 노

출된 다양한 해양 생물군에 생리, 생화학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세포에 직  흡수되어 세포내 pH를 격하게 떨어뜨려 생

리, 생화학  기능을 하함으로써 해수내 H
+

 이온보다도 더 심각한 생물학  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해양에 유입된 이산화탄소는 단기

으로 고농도에 노출된 민감한 생물군의 사망을 래하여 심해 생태계 군집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해 환경에서 어느 정도 농

도에 얼마나 노출되면 어떠한 생물학  변화가 일어나 생태계 반에 어떠한 변화

를 래하게 될 지 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지 까지 량의 

이산화탄소가 해양환경에 유입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에 의한 생물학  

향에 한 연구가 충분히 이 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산화탄소의 심해 유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아직 잘 알려

져 있지 않지만, 투기량과 지속 시간에 따라서는 심각한 심해생태계 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해서 일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Siebel and Walsh, 2001). 연

구자들은 심해 환경은 물리화학 으로 지극히 안정 인 특징을 갖고 있어 이에 

응된 심해생물들 역시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노출된 경우에도 연안생물보다 심해생물이 받는 생리생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CO2 해양처리 기술개발(II)”사업 연구결과의 일부임.



바지락(Ruditapes philippinarum)과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의 내인성 산소소비

리듬에 한 이산화탄소의 향

김종욱, 김완수 (한국해양연구원)

기 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지구  규모의 환경 향이 우

려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기 의 CO2를 포집하여 해양에 격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 CO2 해양격리에 따른 환경 향에 한 세 한 검토가 진행 이

며, 이 기술의 실 인 도입을 해 다각 인 측면에서의 CO2 향에 한 환경 해성 

평가가 시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동호흡측정장치와 이를 응용한 Gas 농도정 제어

장치의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생체리듬 변화양상을 찰

함으로써 생물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분사농도를 결정하기 한 기 자료

를 확보하기 해 수행되었다. 본 장비는 농도(1,000 ppm)에서 고농도(100,000 ppm)

까지 다양한 농도범 에 해 정 한 CO2 노출실험이 가능하며, 지 까지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 치어를 상으로 고농도  

농도 CO2 노출에 한 호흡생체리듬의 변화를 조사하 다. 일정한 상태에서 5일간 

찰된 바지락의 호흡생체리듬은 채집지역의 조석주기와 연 된 뚜렷한 주기성이 나타났

다. 그러나 CO2를 주입한 후, 바지락의 호흡생체리듬은 농도에서는 호흡패텬에 있어

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고농도 환경에 노출된 개체들은 호흡리듬이 약화되거

나 소멸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조피볼락의 경우, 농도 노출에서는 큰 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고농도의 경우에는 노출 후, 약 2일 동안 호흡리듬에 있어서 격한 증가를 

보인 후 차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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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SCAT에 의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상풍 조사  태풍 탈림에 

한 SAR와의 비교
양찬수, 문정언, 한희정 (한국해양연구원), Antonio Reppucci, Susanne Lehner (독일항공우주연구소)

Monthly Variations of Surface Winds from QuickSCAT in the Korean 

Peninsula Sea Area and Comparison with SAR Wind Retrieval for Typhoon 

Talim 

Chan-Su Yang, Jeong-Eon Moon, Hee-Jeong Han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Antonio Reppucci, Susanne Lehner (German Aerospace Center)

요  약

태풍의 경우, 주요 자연재해 의 하나로 태풍의 상황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기상 측의 정도를 높이고, 재해를 방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태풍의 동향을 감시하는데 있어, MTSAT 등의 기상 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근년 인공 성의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범 의 해양에 한 해상풍과 랑

의 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QuickSCAT 성에 의한 해상

풍의 월변동 특성을 조사하고, 7월에 한반도에 향을  태풍 카이탁내의 해상풍

을 검토하 다. 추가로 2005년 8월 30일의 태풍 탈림에 해서 ENVISAT ASAR 

Scan SAR에 의한 해상풍 추출을 시도하 다. QuickSCAT에 의한 풍향을 이용한 

방법과 SAR자체의 패턴을 이용한 방법이 비교되었다.

Key words: Monitoring System(모니터링 시스템), Coastal 

Environment(연안환경), Information System(정보시스템) 

1. 서  론

   선박에 의한 규모 해양오염, 충돌, 화재사고 등이 세계 각지에서 산발하고 있으며, 바람과 도 등 해상 

환경요인에 의한 사고는 좌 와 침몰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분이다. 태풍의 경우, 주요 자연재해 의 하나

로 태풍의 상황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기상 측의 정도를 높이고, 재해를 방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년 인공 성의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범 의 해양에 한 해상풍과 랑의 측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QuickSCAT 성에 의한 해상풍의 월변동 특성을 조사하고, 7월에 한반도에 향

을  태풍 카이탁내의 해상풍을 검토하 다. 추가로 2005년 8월 30일의 태풍 탈림에 해서 ENVISAT 

ASAR Scan SAR에 의한 해상풍 추출을 시도하 다. QuickSCAT에 의한 풍향을 이용한 방법과 SAR자체의 

패턴을 이용한 방법이 비교되었다.

2. 해상풍의 월변동 특성

   Fig.1은 QuickSCAT의 2000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평균 해상풍  표 편차분포도 결과이다. 풍속



SPOT-5 성 상에 의한 연안 김 양식장의 시설 황 분석
양찬수 (한국해양연구원), 박성우 (㈜비엔티솔루션)

 Facilities Analysis of Laver Cultivation Grounds in the Coast of Korea Using 

SPOT-5 Images

Chan-Su Yang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Sung-Woo Park (BNT Solution) 

요  약

연안 김 양식장의 효과  리를 해서는 실제 시설량의 조사가 필요하며, 인공

성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10m의 해상도를 갖고 있

는 SPOT-5 다 분 상을 사용하 으며, 김 양식장의 자동탐지알고리듬의 개발

을 하여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남방해역에 한 2005년도 상을 사용하 다. 

김 양식장을 추출하기 하여 우선 3밴드 상의 분 특성을 이용한 밴드차(Band 

difference) 상을 작성하여, 두 가지 방법(형태학  처리기법  Canny 에지 탐

지기법)으로 처리를 한 후, 두 결과를 합성하여 라벨링함으로써 탐지율을 극 화

하 다. 마지막으로 2005년 우리나라 연안의 김 양식장에 한 인공 성 조사 결

과, 실제 시설량은 676,749 책(柵)으로, 면허시설량 572,745 책보다 다소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양식장 시설 황 조사 결과는, 정부에서 체 생산량을 조 할 수 

있게 하며, 양식업자가 좋은 수확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ultural grounds of laver has been surveyed using SPOT-5 satellite 

images to calculate the facilities of laver cultivation area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10m resolution multispectral images of SPOT-5 are adopted for the 

south area of Daebu Island, Hwaseong city to develop an automatic detection 

approach of laver nets that consists of the following: band difference 

technique, canny edge detector and morphological analysis. The satellite-based 

facilities number was relatively high as compared with the licensed number in 

2005, 676,749 chaek and 572,745 chaek(柵, unit of measure for laver farm), 

respectively. The data could be applied to achieve a good harvest for laver 

seaweed growers and to control its national production keeping a stable 

market price for the government body.  

Key words: Laver Farm(김 양식장), SPOT-5 Image(SPOT-5 

상), Multispectral(다 분 ), Automatic Detection(자동탐지)

1. 서  론

   우리 나라 김양식은 약 5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고, 최 의 시설인 “섶발양식”부터 “뜬발(뜬흘림발 

는 부류식)”으로까지 변천해 왔다. 시설량은 80년  말부터 외해어장 개발로 속히 증가하여 89년에는 



                                                                                                        

                                                                               



양만에서의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
김 성, 성하근, 한동훈, 임효 ((주)한국해양과학기술)

Storm Surge Caused by the Typhoon in Kwangyang Bay

Hyeon-Seong Kim, Ha-Keun Sung, Dong-Hoon Han, Hyuk Lim 

Korea Ocean Science Engineering Corp.

요약

   한 해에 3개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향을 미치며, 태풍의 내습이 7월부터 9월까지 집 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해안에 치하는 양만에서는 (주)포스코가 20여년 운 하고 있는 양항 검조소 등 

4개 검조소의 조석 측 자료로부터 태풍에 의한 해일고를 산정 할 수 있다. 해일 조사‧연구의 궁극

인 목 이 정확한 사  보를 통하여 해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면, 우선 과거 해일에 한 철

한 기록‧조사‧분석을 통하여 과학 인 해일 보를 한 기  자료들을 축 하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

서는 양만을 상으로 태풍 통과 시의 기상, 하천수리  조석 자료를 정리하여 해일고와 해일 원인

에 한 기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양만에서의 태풍에 의한 해일고를 산정한 결과, 고조  편차는 74～185cm이고, 최 조 편차는 15

1～240cm로 나타났다. 최  조 편차를 요인별로 분석하면 기압강하에 의한 해면상승이 43～59cm, 섬진

강 홍수로 인한 수  상승이 4～5cm 그리고 외해로부터 해일 의   강풍에 의한 해면상승이 9

7～192cm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surges caused by the typhoon of Korea are analysed in Kwangyang Bay. The deviations of 

the high water level were 74～185cm and the maximum deviations of the water level (maximum 

surges) were 151～240cm in Kwangyang Bay during the typhoon. The major parameters of the 

maximum deviations of the water level are as follows : Analysis shows that the pressure drop 

increased the sea level by 43～59cm, the flood of the Sumjin River by 4～5cm and the external 

surge propagation and wind setup by 97～192cm.

Key words :  typhoon(태풍), surge(해일), highest high water(최 고조 ), Kwangyang Bay( 양만)

1.서  론

   한 해에 3개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향을 미치며, 태풍의 내습이 7월부터 9월까지 집 으로 나타나

고 있다. 남해안에 치하는 양만에서는 (주)포스코가 20여년 운 하는 양항 검조소 등 4개 검조소의 조

석 측 자료로부터 태풍에 의한 해일고를 산정 할 수 있다. 이 에 양만에 직 인 향을 미친 태풍 "

셀마", "루사", "매미"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해일 조사‧연구의 궁극 인 목 이 정확한 사  보를 통하여 해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면, 우선 

과거 해일에 한 철 한 기록‧조사‧분석을 통하여 과학 인 해일 보를 한 기  자료들을 축 하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양만을 상으로 태풍 통과 시의 기상, 하천수리  조석 자료를 정리하여 해일

고와 해일 원인에 한 기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여수항 조석의 장기 변동 특성 연구
이문옥, 김병국*, 김종규 ( 남 학교 해양공학 공)

Long-term Variations of Tide in Yeosu Harbour

Moon-Ock Lee, Byeong-Kuk Kim*, Jong-Kyu Kim, 

(Dept. Ocean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여수 검조소의 지난 12년간의 조 실측 자료를 월별로 조화분해한 결과, 4 분조 합의 월별 변화폭은 

16.4cm를 나타내어 검조소에서 측된 월별 해면변화폭인 48cm와 약 32cm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 반일주조 성분인 N2분조의 크기가 일주조 성분인 K1  O1보다 크거나 비슷하게 나타나 여수지방 

조석 상의 기술시에는 이에 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변 검조소인 통 과 완도의 조석조화

상수  비조화상수의 비교에서는 동쪽인 통 에서 서쪽인 완도로 갈수록 평균 해면이 약 60cm가 상승

하 고, 조차도 약 70cm 가량 상승하는 상이 나타났다. 

ABSTRACT

Tidal data of Yeosu Harbor for the last twelve years has been harmonically analyzed in order to 

grasp characteristics of tides. The mean sea level appeared to have varied between 164.2 and 

212.2cm so that range of the variation was 48.0cm. On the contrary, during this period the sum of 

four major constituents of the tides, that is, M2, S2, KI and O1 has varied between 163.9 and 

180.3cm so that the range of the variation was 16.4cm. Partial tide of N2 had nearly the same 

amplitude as K1 or even larger than O1 even larger. The mean sea level of Yeosu was 

approximately 40cm higher Tongyeong but 20cm lower than Wando. On the contrary, the spring 

range of Yeosu was  approximately 60cm higher than Tongyeong but 13cm lower than Wando. 

Therefore the mean sea level thended to rise toward the west form the east.

Key Words : Hormonic analysis(조화분해), Hormonic constant(조화상수), Non-hormonic constant

(비조화상수), Constituent(분조)

1. 서 론

인류생명의 근원이자 지구면 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인류의 삶과 문화의 요한 원천이다. 이러

한 바다에 한 기 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해양 개발에 가장 기 인 자료  하나가 바로 조

석으로 알려져 있다. 조석자료는 랑자료와 더불어 해양연구에 가장 요한 시계열 자료이며, 우리나라는 

일 이 1910년 에 인천, 목포, 진남포 등에 단기조 측을 실시한 바 있다. 지 껏 조석 상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김 등(2004)은 양만에서 기상조(Meteorological tide)에 의해 발생하는 폭풍해일의 

조석 변화를 연구 하 다.  

본 연구 상해역인 여수항(Fig. 1)은 1949년 6월 29일에 개항하 으며, 지리  여건상 신․구 양향(兩港)

으로 나 어지는데 구항은 여수시를 심으로 하는 천연 인 양향으로 연안어업의 기지  여객 수송의 

심지이며, 신항은 재 일반 화물을 주로 취 하고 있는 곳이다. 여수신항은 2012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박람회 유치지로 결정이 되면 해양과학․해양산업 발 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 될 것이며, 남해

안 일 가 국제 인 해양  명소화가 되고 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컨테이 부두 활성화로 동북아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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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한 밸러스트 수 처리기술을 개발하기 한 연속 인 연

구로써, 밸러스트 수에 포함된 해양 생물종  병원성 미생물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농도에 따른 살

균 효과에 한 실험 인 연구를 수행하 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농도에 따른 이들 병원성 미생물

의 살균 효과에 한 기 인 자료를 확보하여, 밸러스트 수에 포함된 생물종  병원성 미생물들

을 효율 으로 제거하기 한 최 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농도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차아염소산 나

트륨을 이용한 밸러스트 수 처리 시스템의 최  운용조건을 도출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Key Words : Ballast Water(밸러스트 수), Sodium Hypochlorite(차아염소산 나트륨), Biocide

(살균제), V. cholerae(콜 라)

1. 서론

   선박의 항해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사용하는 밸러스트 수에 의한 외래 해양 생물종의 유입으로 토착 

해양 생태계의 괴  교란이 입증됨에 따라 선박의 밸러스트 수를 리하기 한 국제 약이 1990년 부

터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선박의 밸러스트 수와 침 물의 통제  리를 한 국제 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for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이 

2004년 2월 IMO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1-2]

   채택된 약의 밸러스트 수 처리 성능기 (Regulation D-2)이 매우 강화됨에 따라, 화학 인 방법  잔

류 효과가 있는 방법을 용하여 밸러스트 수에 포함된 유해 해양 생물종을 처리할 수 있는 제품  기술을 

개발 완료하 거나 개발 에 있는 기 들이 조 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 조선  해운산업 등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을 감안할 때 독자 인 기술력에 의한 응기술의 개발  확보가 시 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자들은 밸러스트 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해수 해법의 밸러스트 수 처리 시스템에

의 용 가능성에 한 기  연구  해수를 기 분해하여 발생하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밸러스트 수의 

처리에 이용하기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한 밸러스트 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한 연속 인 연구로써, 

해수 에 포함된 병원성 미생물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농도에 따른 살균 효과에 한 실험 인 연구를 수행

하 다.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농도에 따른 이들 병원성 미생물의 치사율에 한 기 인 자료를 확보하여, 

밸러스트 수에 포함된 생물종  병원성 미생물 등을 효율 으로 제거하기 한 최 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농도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한 밸러스트 수 처리 시스템의 최  운용조건을 도출하

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연구의 내용  방법

2.1 균주 



퇴 물내 PCBs의 서생물 생체축  규명

              

박건호1, 이정석1, 이규태1, 문성 1, 김찬국1, 최민규2, 김귀 2

1(주)네오엔비즈 환경안 연구소, 2국립수산과학원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는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에게 악 향을 미치며 특히, 생식에 한 향이 낮은 농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 선진국을 심으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왔다. 그 에서도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은 환경내로 한번 배출 되었

을 경우 쉽게 분해되지 않고 환경과 생물체 내에 오랜 기간 잔류하여 주변 환경과 생

물에게 직 인 악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물질이다. 본 연구는 PCBs로 오염된 퇴

물로 인한 서생물의 사망/성장/생식 향과 나아가 서생물 개체의 PCBs 축  

정도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서생물의 체내 PCBs 축 률을 평가하는 연구에서는 PCBs를 임의  농도로 첨

가한 퇴 물 (0, 0.1, 0.3, 1.0, 3.0, 10 mg/kg)에서 L. plumulosus를 20일간 이하지 

않은 상태로 배양하 을 때 L. plumulosus 체내에 축 되는 12개 dioxin-like PCBs 

량을 분석하 다. 이때 PCBs 각 이성질체의 축 량은 생물축 계수 (bioaccumulation 

factor, BAF)를 활용하 다.

PCBs를 0.1 ～ 100 mg/kg 농도로 인 으로 오염시킨 퇴 물에 L. Plumulosus

를 50일간 배양한 결과 30 mg/kg 농도 이상의 퇴 물에서는 모든 개체가 사망한 반

면, 10 mg/kg 이하의 퇴 물에서는 유의한 사망, 생식 향이 찰되지 않았다. 

PCBs 농도가 0.1 ～ 10 mg/kg인 퇴 물에 노출된 서단각류의 생체내 PCBs 농도

는 퇴 물내 PCBs 농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12개 PCBs 

이성질체 에서 BAF가 가장 큰 물질은 2',3,4,4',5-P5CB (123) [kow 6.7]으로서 

BAF가 10 이상이었으며, 이는 분석된 12개 이성질체 에서 생물이용도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물질의 BAF는 2 ～ 6의 범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PCBs

로 오염된 퇴 물에 노출된 서단각류의 체내 PCB 농도는 부분의 이성질체가 5일 

이내에 일정한 농도 (steady-state concentration)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이성

질체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PCBs 노출 농도에 따라 체내 축 량이 비례 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볼 때, 비록 퇴 물에 함유된 PCBs의 농도가 성 인 향을 미칠 정도로 높지 않

다 하더라도 PCBs와 같은 EDCs들은 낮은 농도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인근 퇴 물과 

먹이사슬 계에 있는 생물들에게 축 될 수 있으므로 장기 으로는 주변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교란을 야기시킬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와 해

양환경의 지속 인 유지를 해서는 PCBs와 같은 EDCs에 한 지속 인 심과 

리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로 오염된 설 퇴 토의 생물정화를 한 

bioslurry reactor의 연속 운용조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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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uccessive Operating Conditions of Bioslurry Reactor for 

Removing PAHs Contaminated on Marine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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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설퇴 토에 오염된 PAHs 화합물의 생물정화용 bioslurry reactor의 연속운용조

건을 확립하 다. 오염된 퇴 토의 처리과정에서 slurry reactor내의 자 달계 

활성은 1-2일 사이에 격하게 증가하 으며 2-3일간의 처리 후 1/5 혹은 1/10의 

slurry를 재사용하여 새로운 오염 퇴 토를 처리할 때에 세균 활성이 일정하게 유

지되며 PAHs 분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분배양 2일차에 처리

된 퇴 토의 1/10을 남기고 새로운 오염퇴 토를 공 하는 fed batch 방식으로 

reactor를 운용하는 방법을 확립하 다. 한편 2번째 회분배양부터는 제공되는 혼

합 사이클로덱스트린 농도를 1/2로 감소시켜도 분해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ABSTRACT
Conditions for successive operation of bioslurry reactor for bioremediation of 

dredged sediment contaminated by PAHs was established. Electron transport 

system activity during treatment was rapidly increased between 1 and 2 days 

and maintained when 1/5 or 1/10 of treated slurry was reused after 2 or 3 

days of batch incubation. Degradation activity was also high after part of 2 or 

3 days incubated slurry was reused. Therefore, 2 days of batch incubation and 

reuse of 1/10 volume treated slurry were determined for successive operation 

of slurry reactor. Concentration of mixed form cyclodextrin could be reduced to 

1/2 after 2nd treatment.

Keywords : PAHs(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Bioslurry reactor (생물

반응기), Successive treatment(연속처리)

1. 서 론 

난분해성의 환경오염물질로 알려진 PAHs는 매년 230,000 톤 정도가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 (Alan[2005]). 
해양환경에 유입된 PAHs는 유기물, 특히 휴믹산의 농도가 높은 해양퇴 토에 다량 축 되고 있다 (Means et 
al.[1980], Fernandez et al.[1992], Schlautman & Morgan[1993], Juhasz & Naidu[2000], Kim et al.[2004]). PAHs는 

비교  낮은 농도에서 성, 만성 독성을 지니며 환경에 오염된 PAHs는 먹이망을 거쳐 인간에게까지 피해를 

 수 있으므로 오늘날 오염된 PAHs의 제거는 주요 심사 의 하나가 되고 있다 (Juhasz & Naidu[2000]). 
이에 따라 해양퇴 토에 오염된 PAHs를 제거하기 한 다양한 기술의 개발이 진행 이다 (Vollmuth & 
Niessner[1995], Nam et al.[2001], Guieysse et al.[2004]). 한국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낮은 수심과 큰 조석간만

의 차이로 인하여 선박 항로와 안시설 유지를 하여 주기 으로 퇴 토를 설한다. 설된 퇴 토가 

PAHs와 같은 독성 물질로 오염되어있을 경우 한 처리과정을 거쳐 오염을 제거시킨 후 폐기하거나 활용

하여야 한다. Slurry reactor는 오염된 PAHs를 ex situ로 제거하기 한 효율 인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slurry reactor의 최종 운용조건  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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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전시회 참여업체
●기간: 2006. 5. 15~16 (09:00~18:00)

●장소: 부산BEXCO 컨벤션홀2층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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