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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KIOST’S MeSSage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다가옵니다.
The ocean presents infinite
possibilities when we view
it with an ope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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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문을 맑게 닦아놓으면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무한하게
펼쳐진다.”
우주보다도 알려진 것이 없는 광대한 바다.
하지만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천국과 지옥의 결혼>의 한
구절처럼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다가옵니다.
1973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할 당시, 한국은 해양과학의
불모지였습니다. 바다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낯선 일이었고,
빌린 어부의 배 한 척이 연구선을 대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지난 40여 년간,
바다를 향한 도전을 계속해왔습니다.
두려움 없는 용기와 굽히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보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 말, 바다로 열린 해양도시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바다에서 국민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과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맞닥뜨린 인류의 현안
문제 해결에 공헌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전해드리는 희망의 바다에 함께해
주십시오.

“If the doors of perception were cleansed, everything would
appear to man as it is, infinite.”
The infinite ocean is more unknown to man than space.
However, it presents infinite possibilities when we view it with
an open mind, as in a phrase from the poem of William Blake,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When our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was first founded in 1973, Korean ocean science was
a barren land. The idea of researching the ocean was foreign
to us, and a fisherman’s boat carried out the mission rather
than a research ship. However, despite all hardships, we did
not give up. We have continued advancing our endeavors
regarding the ocean for the past four decades. Our fearless
courage and unbreakable challenging spirit have made Korea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most advanced ocean science
technologies.
At the end of 2017, our KIOST relocated to the maritime city
Busan, which is open to the ocean. We believe that the ocean
is our nation’s source of happiness, and we are dedicated to
contributing toward addressing the urgent challenges facing
the world and humanity such as climate change. Based on this
and our commitment, our organization is gearing up for a new
chapter.
I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support and interest in the
ocean of hope that KIOST presents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김웅서

President of KIOST

Woong-Seo Kim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연구
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전 인
류적 문제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3,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has actively engaged with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of the day,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nd laid a stepping stone for innovative growth as Korea’s
leading research institute i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while contributing
to tackling glob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natural resource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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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 분야 우수 전문 인력

purpose of
Organization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
To contribute to advancing Korea’s national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suring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ystematic research, development, management, and use of oceans and
marine resources, and the education of extraordinary professionals.

주요 임무 및 기능
01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02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연구
03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04 해양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05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06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연구,
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07 위 각호에 부대 사업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과제

도전적 융복합연구로
선도적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

해양 신산업 발굴,
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원

추진전략

01
임무중심 조직 운영 및
과제 대형화

02
4차산업 혁명 대응
해양산업 허브 조성

STraTegy

03
국민생활 공감형
협력연구 수행

04
공정·윤리 기반 연구
중심 경영 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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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

Mission

To develop Korea’s national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sure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수월성
excellence

* 세계최고 수준의 우수연구
* 우수인력양성 및 유치

공정성
FaIrneSS

핵심가치
cOre ValueS

책임성
accOunTabIlITy

* 공정하고 질서 있는

* 국내외 해양현안문제 해결

상생의 조직문화

* 국제사회 공헌

* 투명·윤리 경영

개방성
OpenneSS

* 산·학·연 협력 및 연계 강화
*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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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Organization

이사회
The board

감사부

감사

원장

Division of Audit & Inspection

Auditor

President

부원장
Vice President

혁신조정실
Division of Audit &
Inspection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부

Korea-Peru Joint Ocean Research Center

· KIOST·NOAA LAB

국제협력부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 KIOST·PML LAB
· 태평양해양과학기지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Research Project
Development
Division

· 연구개발부
Research Project Development Division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 연구관리실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MTCRC)

Research Project Services Section

· 기술사업화실
Technology Transfer &
Commercialization Section

· 미래전략실
Strategy Section

해양정책
연구소

· 해양법·제도연구실
Oceans Law & Legal Regime Research Section

Ocean Policy
Institute

· 해양신산업연구실
Ocean Innovative Market Research Section

· 기획실
Planning Section

· 예산실
Budget Section

· 홍보실

기획부
Management and
Planning Division

Public Relations Section

· 인사실
Human Resources Management Section

· 총무시설안전실
General Affairs & Safety and Security Section

· 재무실
Account Section

· 구매실

행정부
Operation & General
Business
Support Division

Procurement Section

· 이사부호기반시설건설사업단
Task Force for Construction of RV ISABU Suppor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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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전문적인 연구와 분야 간 융합이 가능한 조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 기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의 행복과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is being shaped into the world’s best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through specialized research and is an organization in which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fields is possible. We are contributing to the happiness of citizens and
development of humanity with a sincere and responsible attitude.

해양환경·기후 연구본부

해양자원연구본부

해양공학연구본부

해양영토연구본부

해양연구기반부

Marine Environmental & Climate
Research Division

Marine Resources
Research Division

Coastal & Ocean
Engineering Division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Department

·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Center

· 해양생태연구센터
Marine Ecosystem Research Center

· 해양환경연구센터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 해저활성단층연구단
Marine Active Fault Research Center

·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Deep sea Mineral Resources
Research Center

· 대양자원연구센터
Global Ocean Research Center

· 해양생물자원연구단
Marine Bio-Resources Research Unit

·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Tongyoung Marine Living Resources
Station

·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Coastal Development and Ocean
Energy Research Center

· 울둘목조류발전기지
Uldolmok Tidal Power Station

· 해양ICT융합연구센터
Maritime ICT R&D Center

·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Marine Security and Safety Research
Center

·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Marine Disaster Research Center

· 관할해역지질연구단
Korean Seas Geosystem Research Unit

· 수중건설로봇사업단

· 해양위성센터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Instrumental Development &
Management Center

· 해양과학데이터운영실
Ocean Data Science Section

· 해양학술정보실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Unit

Ocean Science Library

·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 정보전산실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Computing Information Section

·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Research Vessel Building Unit

East Sea

Jeju Island

South Sea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제주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East Sea Research
Institute

Jeju Research
Institute

· 생태위해성연구부
Ecological Risk Research Division

· 위해성분석연구센터

KIOST스쿨
KIOST School and Academic
Programs Division

Risk Assessment Research Center

· 선박평형수연구센터
Ballast Water Research Center

· 해양시료도서관
Library of Marine Samples

· 연구선운영실
Vessel Management Section

· 연구선운항팀
Vessel Operation Team

· 연구선관측팀
Marine Observation Team

· 운영관리실
General Management Section

· 동해환경연구센터
East Sea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연안침식연구팀
Coastal Morphodynamics Team

· 독도전문연구센터
Dokdo Research Center

· 운영관리실
General Management Section

·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Ulleungdo·Dokdo Ocean Science
Station

· 제주특성연구센터
Jeju Marine Research Section

· 운영관리실
General Managemen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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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Research
Infrastructure

국내외 연구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해양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We are doing our best to serve our role as a global leader i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by participating in
variou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entered on an overseas research facility.

KIOST–NOAA Lab
(Washington DC, USA)

한·페루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Peru Joint Research Center(Lima, Peru)

KIOST는 전 세계 6개의 해외
거점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IOST operates 6 overseas
research centers around the world.

KIOST–PML Science Lab
(Plymouth,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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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Uleungdo·Dokdo Ocean Science Station

본원
KIOST Headquarters

남해연구소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Korea-China Joint Research Center
(Qingdao, China)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Tongyoung Marine Living Resources Station

태평양해양과학기지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MTCRC)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Chuuk, Micronesia)

제주연구소
Jeju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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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폭넓은 해양연구를 수행하는 KIOST의 특성을

KIOST c.I.

심해에서 대양까지 해양을 자유로이 누비는 역동적인 ‘고래’에 비유하여 표현, 대표 심볼은
고래의 꼬리를 형상화하는 동시에 KOREA의 ‘K’를 상징합니다.
As the only comprehensive marine research institute in Korea, KIOST pursues broad and in-depth research in the
field of oceanography. Therefore, KIOST decided to model its symbol after the image of the tail of a whale, which
freely roams the depths of the ocean, and the whale’s tail was created in the shape of a “K” to represent Korea.

위로 뻗어가는 모습을 통해
비상하고 진취적으로 더 넓은 곳으로
향하는 기관의 이미지 전달

서로 연결되며 부드러운 이미지의
워드마크를 통해 유연하고
소통하는 기관 모습 강조

열린 형태로 소통하는
열린 기관의 이미지

아래로 향하는 방향성은 바다의
더 깊은 곳까지 영향력을 확장시켜가는
해양과학기술원의 모습 상징
바다의 역동성과 무한함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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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넓고 깊은 꿈을 꾸는 바다요정 키오.

KIOST
character

로봇을 연상시키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캐릭터 키오(KIO)를 통해 푸른 바다와
과학기술과의 만남을 친근하게 표현했습니다.
Kio, a sea fairy who dreams of the deep, vast ocean
Through Kio, a robot-like character, KIOST exp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blue ocean in a friendly and approachable manner.

기본형
응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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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해양과학기초연구를 통해 첨단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며 차세대 인재를 육성해온

KiosT
headquarters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새로운 터전 부산에서 세계 해양과학기술의 중심을 꿈꿉니다.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which develops innovative
technologies pertaining to marine science research and nurtures next-generation experts in the field,
is aspiring to becoming the epicenter of global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is expected to have far-reaching effects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aking
place at a global scale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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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온
해양과학기술 연구의 중심
The cenTer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which fosTers
new values as respecT
for The ocean

연구와 인재양성

해양 분야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보유국으로 만든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인류 문제를 해결할
연구를 하는 한편, 바다와 같은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to solve the issues related to citizens’ happiness
and humanity. Furthermore, we are fostering of outstanding professionals with
based on the capability that transformed our country, which was unrelated to the
marine field, to one with world-class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r e S e a r c h

&

F O S T e r I n g

T a l 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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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환경

기후연구
Marine environment &
climate research

·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Center

· 해양생태연구센터
Marine Ecosystem Research Center

· 해양환경연구센터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 해저활성단층연구단
Marine Active Fault Research Center

해양환경과 기후의 변화를 진단·예측하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리, 화학, 지질, 생물 전문성의 융합으로 국가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Marine Environment and Climate Research Division conducts researches on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marin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s and also about these pressure effect
on marine ecosystem. The division plays a key role for national ocean science and technical
development in studies fused by physical, chemical, geological and biologic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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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연구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자연/인위적 요인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를 감시/
평가하여 해양환경을 관리/보전하며 전지구 물
질순환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investigates the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by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s and
evaluate their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to effectively manage and preserve it and also
studies on the global biogeochemical cycles.

해양생태계연구

해양순환·기후연구

Marine ecosystem research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주변해 및 대양의 수층과 저서 환경의 생물 다양
성, 먹이망 구조, 생태적 기능 연구를 수행하여,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성을 이해하
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생물
해양학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대양 및 한반도 주변해의 물리특성 연구와 역학
과정 이해, 연안에서 전지구에 이르는 해양 환경/
기후 변동 진단, 그리고 미래 변화 예측(전망)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Marine Ecosystem Research Center
investigates biodiversity, food web structure
and ecological functions in pelagic and benthic
environments of adjacent sea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pen oceans. The core objective
of the center is to better understand marine
ecosystem in itself as well as ecosystem responses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limate change
for sustainable use and preservation of our ocean.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Center
conducts research on physical properties, processes,
and dynamics in the open ocean as well as Korean
waters. We also simulate and predict(project) the
marine environmental and climate variability/
changes from coast to global ocean.

40N

The Marine active Fault research

해저 지진, 활성 단층, 사면사태와 관련한 해저
지질재해 연구와 해양 지질 및 지구물리 응용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Marine Active Fault Research Unit conducts
research on the assessment of marine geological
hazards (earthquakes, active faults, and slope
failures) and applied topics in marine geology and
geophysics.

38N

36N

34N
128E

W
0
10
20
30
40

Depth(m)

해저 활성단층/사면사태 연구

50
60
70
80
90

100
110

130E

132E

134E

128E

130E

132E

134E

128E

130E

132E

134E

CDP number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4000

26000

E

20

02 해양자원

연구
Marine resources
research

·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Deep sea Mineral Resources Research
Center

· 대양자원연구센터
Global Ocean Research Center

· 해양생물자원연구단
Marine Bio-Resources Research Unit

·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Tongyoung Marine Living Resources
Station

해양자원연구본부는 해양 생물자원 및 광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신자원 발굴을 위한 대양 및 극한지 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arine Resources Research Division carries out research activities to secure bio and mineral
resources and explores extreme ocean environment for the new potent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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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공학연구

대양자원연구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global Ocean research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는 해양·극한생물의 생명
현상의 이해를 통한 생명공학 원천기술 및 해양
생물 유래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양자원연구센터는 대양의 금속 잠재자원 및
신생물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대양탐사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is enhancing
biotechnology competence and developing
new materials through understanding the life
phenomena of marine and extreme organisms.

Global Ocean Research center carries out
explorations in the extreme ocean environment
to find new metal and biological resources.

심해저광물자원연구
Deep sea Mineral resources research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는 전략금속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해양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심해저에 분포하는 광물자원 탐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Deep-Sea and Seabed Mineral Research Center
has been studying for seabed mineral resources to
secure a long-term supply source of strategic metals
and to expand the ocean economic territory.

해양극한환경탐사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
Marine Bio-resources research

Marine Bio Resources Unit has discovered
new technologies to maximize the usability
of marine bio resources using comprehensiv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ies under rapidly
changing marine environment, and will continue
to contribute in practical ways to developing the
related industries.

-2000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는 해양과학기술의 현장
중심 인프라로서 유용생물자원의 확보/관리/보
전 및 해양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역
거점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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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young marine living resources center, a
field-based infrastructure for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supports the securing/management/
pre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ocean surveys/research, and conducts research to
resolve national/regional issues.

Depth(4x VE)

Tongyoung Marine Living resources Station

-3000

생명공학연구

해양생물자원연구단은 해양과학기술을 종합적
으로 활용하여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합
한 해양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이용성을 극대화하
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00

해양생물자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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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양공학

연구
coastal &
Ocean engineering

·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Coastal Development and Ocean Energy
Research Center

· 울둘목조류발전기지
Uldolmok Tidal Power Station

· 해양ICT융합연구센터
Maritime ICT R&D Center

· 수중건설로봇사업단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Unit

·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Underwater Robotics
Test & Evalulation Center

창조적 연안 공간 개발, 청정한 미래 에너지 확보, 안전한 바다를 향한 지속가능한
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안, 항만, 해양에너지, 수중로봇, ICT 융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division conduct the researches on the coastal, harbor,
ocean energy, underwater robotics and ICT fusion technologies to realize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coastal spaces and clean energy, and safe sea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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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에너지연구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사업단

Coastal Development and Ocean energy research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항만 및 연안개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조력·조류발전 등의 해양에너
지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
하고 상용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심 500~2,500m 내외의 수중건설작업을 위
한 3가지 종류의 수중건설로봇 시스템과 핵심기
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oastal development and ocean energy research
center conduct researches on safe and eco-friendly
harbour and coastal development technologies
and full cycle technologies for ocean energy and
offshore wind systems.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is developing three types of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 systems and key technologies
for an underwater construction work within
depth of water 500–2,500m

해양ICT융합연구센터
Maritime ICT r&D Center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해
양 ICT 융합연구를 수행하며, ICT 기반 해양과학
기술 실용화를 선도합니다.
Conduct cutting edge research on maritime ICT
technologies to bridge the gap between KIOST’s
research and practice.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Underwater robotics Test & evaluation Center

다양한 수중환경에서 수중건설로봇의 작업 성능
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형 수조시험설비 및 사업단
연구지원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Underwater Robotics Test & Evaluation Center
has established composite-type water-tank test
facility and are managing those facilities in order
to conduct the performance tests on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s in various underwat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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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양영토

해양영토연구본부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방위와 안전 및 재난재해,

연구

그리고 해저지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 및 해양경찰과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연구하고 있습니다.

·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Marine Security and Safety Research
Center

·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Marine Disaster Research Center

· 관할해역지질연구단
Korean Seas Geosystem Research Unit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양방위 및 해양재난과학을 전문적으로
The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conducts research on marine security,
marine safety, marine disaster and marine strata around the Korea Peninsula. To do this we have
cooperated closely with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and have specialized in marine defense
and marine disas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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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위·안전연구
Marine Security and Safety research

해군작전 시 요구되는 전장환경정보를 생산 및 지
원하고, 관할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사고현장의 해양환경과 피해평
가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Marine Security and Safety Research Center
conducts various researches to support naval
operations, and provide the rapid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maritime disasters.

해양재난·재해연구
Marine Disaster research

우리나라 주변해역 및 연안역의 해양상태를 종합
적으로 관측하고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해양기
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arine Disaster Research Center conducts research on
marine disaster mitigation technologies by developing
coastal and oceanic observation systems and thereby
improving more precise sea-state prediction systems
around the Korea Peninsula.

관할해역지질연구단
Korean Seas geosystem research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과학기술적 지식정보를 축적하여 해양영토의 공간·
자원·환경 개발·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과학적 지식정보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Seas Geosystem Research Unit is supporting policy-making for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marine space, resources and environment in the Korea jurisdictional seas and is contributing
ocean science-based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by accumula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ocean S&T and supporting systematic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jurisdictional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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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해양정책

연구
Ocean policy
Institute

· 미래전략실
Strategy Section

· 해양법·제도연구실
Oceans Law & Legal Regime
Research Section

· 해양신산업연구실
Ocean Innovative Market Research Section

국제해양질서 변화와 주변수역 해양분쟁에 대한 국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과 미래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IOST is proposing national response to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and
leading the creation of new ocean industries and establishment of future strategies through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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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현안 대응과 남북 해양수산 협력 연구
response to ocean pending issues and research on
maritime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해양경계획정 등 해양관할권의 안정적 관리
역량 확보
Securement of stable management capability
of maritime jurisdiction, such as maritime
delimitation

에너지·자원·산업
동향 분석

기술 예측·평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역해 해양협력 및 남북 해양수산자원 통합적
관리기반 확보
Cooperation in the area of regional sea and
acquiring integrated management base for marine
fisheries resources of South and North Korea

기획보고서

연구분석 보고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 수립지원
assistance to planning r&D strategy for marine fishery,
science and technology

해양수산과학기술 빅데이터 및 기술동향 분석
Research on big-data and technology trend of
marine fishery, science and technology

정부 및 KIOST의 니즈에 따른 해양수산과학
R&D 전략수립
Establishment of R&D strategy for marine fishery,
science and technology dependent upon needs
of government and KIOST.

융합선도형 해양신산업 육성 전략 연구
research on strategy for promoting new innovative
ocean industry

기술, 산업,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한 해양신산업
진흥정책 연구
Research on promotion of new ocean industry
through analysis of technology, industry, and
market trend

기획, 정책 수요 대응,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술평가
Planning, response to policy demand, analysis of
economy and spread effect, technical evaluation

핵심해역관리
영유권/EZZ/CS 관리
선(線)관리
산업화

갈등관리

핵심해역관리

해양이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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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남해

연구소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 생태위해성연구부
Ecological Risk Research Division

· 위해성분석연구센터
Risk Assessment Research Center

· 선박평형수연구센터
Ballast Water Research Center

· 해양시료도서관
Library of Marine Samples

· 연구선운영실
Vessel Management Section

· 연구선운항팀
Vessel Operation Team

· 연구선관측팀
Marine Observation Team

· 운영관리실
General Management Section

유류유출, 미세플라스틱, 해양병원체, 선박평형수 등 다양한 해양환경 현안들의
생태위해성평가 및 해양시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시료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conducts 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emerging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oil spill, microplastics, marine pathogens, ballast water, and manages library of
marin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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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료도서관 운영
Library of Marine Samples

해양시료저장고 운영
Management of marine sample repository

해양시료의 체계적 관리
Systematic management of scientific research
samples

시료 활용연구
Development & coordination of research using
library samples

생태위해성평가 연구
Marine ecological risk assessment

해양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of marine
microplastics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연구
Oil spil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recovery

해양 유해조류 자동 판별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utomated ident

선박평형수 연구
research on Ballast Water

BWMS 정부형식승인 시험을 위한 육상시험
설비 운영
Operation of test facility for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BWMS) type approval

BWMS 육상 및 선상시험 품질관리
독립시험기관
Independent testing lab for quality control of test
performance

선박평형수 관련 연구사업 및 정부 정책지원
Carry out research projects & support government
policy on ballas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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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동해

연구소
east Sea
research Institute

· 동해환경연구센터
East Sea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연안침식연구팀
Coastal Morphodynamics Team

· 독도전문연구센터
Dokdo Research Center

· 운영관리실
General Management Section

·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Ulleungdo·Dokdo Ocean Research Station

동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과 변동 모니터링,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해양과학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e are conducting various researches such as monit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of the East Sea, observing the changes, sustainable use,
management and value enhancement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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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
Sustain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okdo

독도 및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해양조사, 해양정
보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독도 주변 해
양생태계 및 환경특성을 규명하고, 생태계 환경
보전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며, 독도의 지속가능
한 이용을 연구하고 관리합니다.
Identification of marine ecosystem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ecosystem
environment conservation,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Dokdo by the comprehensive
marine surveys on the Dokdo and nearshore seas,
and securing of marine information and database.

독도심층류 및 독도효과(Island effect)
장기 관측 부이

신종 저서생물 발견

잠수 조사

수중생태 및 서식처

해양환경 변화가 울릉도, 독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동해 울릉분지 침강물질 특성 및
플럭스 변화 연구

Changes in oceanographic condition and its impacts
and adaptation near Ulleungdo and Dokdo

Characteristics and Flux of Settling Particulate Matter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울릉도·독도 해양환경변화 정밀 분석 및 환경변화
대응 생태계 변동성 파악

울릉분지 유입 침강물질의 특성 및 플럭스 변화를
조사하여 표층 생물생산력과의 연관성 파악

Ocean environment monitoring and ecosystem
response to physical ocean process near
Ulleungdo and Dokdo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particulate
flux have been observed through sediment
trap experiment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primary production and
flux of settling particles

울릉도·독도 어류자원 이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fish resource movement
monitoring technology

해양환경변화 대응 울릉도·독도 미래 유용수산
자원 기술 개발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y for fisheries
stock enhancement

후정리 해안수리·침식 모니터링 시스템
인프라 운영 고도화
advanced operation of the coastal hydrodynamics and
beach erosion monitoring system in Hujeong

연안수리·지형역학 이해도 제고 및 연안침식
최적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해안선 장기변화
비디오 모니터링, 쇄파대·포말대 수리·표사현상
정밀모니터링 및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합니다.
ESRI performs video monitoring of shoreline
change, high resolution measurements of swashsurf zone processes, and numerical modeling
for better understanding of coastal hydromorphodynamics and optimal countermeasures
of coastal erosion

울릉분지의 입자태 유기탄소(POC) 물질
수지 계산
Calculate the particulate organic carbon(POC)
budget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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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제주

연구소
Jeju
research Institute

· 제주특성연구센터
Jeju Marine Research Section

· 운영관리실
General Management Section

제주연안의 청정한 해양생물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연구와 제주도 연안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IOST Jeju Institute conduct research on marine bio-industry using an endemic marine
organisms and relevant research areas using marine organisms observed around Jeju as well as
research on marine environmental change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marine environment near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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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phere
14gN/d
160gN/d

해양바이오산업화 연구
research on marine bio-industry

5.17
35.46

DIN
PON
POC
DON
DOC

3.76

4.22
1.58
10.40
3.63
22.65

Micro

6
0.0

1
1.2 07
1.

0.31
2.09

4
2.7

Reservoir unit in 105g
Fluxes and Rates in 105 g/d

7.57

Coastal Ocean

Functional protein production with signal peptide
of marine microbes in Jeju

Submarine
Ground Water

10.26
133.38

0.35
2.32

제주 해양미생물 유래 신호단백질을 활용한 기
능성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7.95
0.52
0.30
2.93
0.20
1.29
2.54
6.55
0.45
4.73

.67
13

Fish Farm

Development on applied technology of
multipurpose industry material using red sea
cucumber, Stichopus japonicus

7
5.9 .33
39
.74
13 8.14
13

홍해삼 유래 다목적 산업소재 활용기술 개발

Macro
0.15

Sediment 0.80

제주 해양생태계 변화 연구
research on marine environmental change

제주 연안 환경오염 현황과 해양생태계 변화
The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hanges in the coastal ecosystems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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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KIOST

스쿨
KIOST School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최신의 해양과학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해양과학 분야의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며, 과학교사/해군장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KIOST School conducts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of ocean science in order to cultivate competent talents i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nd the training of science teachers and navy officers in order to transfer the
latest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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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Objective

선진화된 해양과학 분야 전문대학원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해양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교사/해군장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최신의 해양과학기술을 보급함
The objective of the KIOST School is to foster advanced ocean science experts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education system in
the ocean science field, and to disseminate the latest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by developing and managing educational programs for science teachers
and navy officers.

분야와 과정

Fields and Course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IOST 스쿨 운영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 스쿨) 운영

Operation of UST(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KIOST School

Operation of OST(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UST-KIOST 스쿨 해양과학 전공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박사과정

OST 스쿨 해양과학기술융합 전공 석사과정/박사과정

Master’s Program / Integrative Program / Doctoral Program in Ocean
Science Major of UST-KIOST School

Master’s Program / Doctoral Program i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onvergence Major of OST School

과학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군장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Oper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Science Teachers

Oper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Navy Officers

과학교사 해양관측·실습 연수과정

해군 단기전문 해양학/수중음향학 교육과정

Ocean Observation and Practical Training Course for Science Teachers

Short-term Specialized Oceanography / Underwater Acoustics Course for
Navy Officers

현황

Personnels
구분

교원

Division

Professors

UST-KIOST School

OST School

71

KIOST

58

KMOU*

74

재학생

졸업생

Students

Graduates

석사과정

석·박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Master’s Program

Intergrative Program

Doctoral Program

Master

Doctor

3

29

18

22

12

2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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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U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2018. 8. 1 기준, 단위: 명 (Unit Person, August 2018)

연구지원활동

바다에서 하늘, 심해에서 갯벌까지,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 자유로이 누빌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최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KIOST is providing the best support to enable researchers to go wherever and
whenever, from the sea to the sky and from the deep sea to the tidal flats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r e S e a r c h

S u p p O r T

a c T I V I T I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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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연구

기반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 해양위성센터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Instrumental Development & Management
Center

· 해양과학데이터운영실
Ocean Data Science Section

· 해양학술정보실
Ocean Science Library

· 정보전산실
Computing Information Section

· 종합연구선건조사업단
Research Vessel Building Unit

해양연구에 기반이 되는 기기개발 및 운영, 과학데이터와 학술정보의 제공, 전산
지원 및 연구선 건조는 물론 위성자료의 확보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e Ocean Research, Operations & Support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quipment, the provision of scientific data and academic information, computing
support and research vessel building, and management and disseminating satellite data based
on ocea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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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위성센터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해양위성센터는 천리안 해양위성의 주관운영기
관으로 위성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 및 처리하여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SC) is major
data managing center of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This Center conducts the
developing application technology of GOCI data,
receiving and processing data in real-time and
distributing the data for public.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Instrumental Development & Management Center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는 해양관측, 해수시료분
석, 검·교정 및 표준물질개발, 해양 기·장비 개발
등의 해양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he Instrum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Center supports arange of ocean research activities
including ocean observation using instruments,
seawater sample analysis, development
of reference materials, and calibration and
development of ocean instrument and sensors.

해양학술정보실
Ocean Science Library

연구진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해양지식정보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OSJ, OPR 등의 전문학
술지와 대중과학도서를 발간함으로써 해양과학
지식 보급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전산실
Computing Information Section

원내 정보통신 인프라의 제공,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및 각종 업무처리의 효율적 수행
을 위해 정보화 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ur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a range of task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the inter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trengthen
information security to protect important
information, and improve the administration
efficiency of various jobs.

While providing researchers with Korea’s
finest infrastructure for ocean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Ocean Science Library publishes
academic journals such as Ocean Science Journal
(OSJ) and Ocean and Polar Research (OPR), as
well as science books for the general public.
The Ocean Science Library plays a pivotal role in
disseminating ocean science knowledge.

종합연구선건조
research Vessel Building

2010년에 사업단이 설립된 이후, 2016년 전 지
구적 해양관측·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부호
를 성공적으로 건조하였으며, 현재는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600톤급
연구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0, research vessels
building unit has successfully constructed R/V
ISABU in the 6,000-ton class capable of performing
global scale ocean research in 2016. Currently,
the unit is conducting new research vessel in the
600-ton class design to carry out advanced ocean
research in territorial jurisdiction of Korea.

해양과학데이터운영실
Ocean Data Science Section

데이터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연구를 지원하
는 부서로, 해양데이터 및 공간정보 분석기술 개
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을 수
행합니다.
Ocean Data Science Section is the supporting
section for the ocean research based on the data
science: data and spatial information analysis and
Big Data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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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양연구선

운영
Operation of
Oceanographic research
Vessel

연근해에서 대양까지, 바다를 향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 장비를
탑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연구선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KIOST’s oceanographic research vessel is equipped with various types of research equipment and
is sailing the ocean worldwide, from the littoral sea to the ocean.
This ensures that no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ocean is 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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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호
r/V ISaBU

주요 연구조사 지역 / Major Research Sites
전 지구해양
The ocean all over the world

총 운항실적 / Total Distance
40,294 mile
64,846.9071 km

이사부호 제원 / Specifications
취항
대양종합연구선

18

m

선폭
Breadth
(moulded)

2016년 11월
2년차

60

명

15

knots

승선인원
Complement

전장 Length Over All

5,894

순항속도
Cruising
Speed

99.8

m

톤

총톤수
Gross
Ton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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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호 제원 / Specifications
취항

1992년 03월

연근해종합연구선

26년

12

m

선폭
Breadth
(moulded)

41 12.5
명

knots

승선인원
Complement

순항속도
Cruising
Speed

전장 Length Over All

1,370

톤

총톤수
Gross
Tonnage

63.8

m

온누리호
r/V Onnuri

주요 연구조사 지역 / Major Research Sites

총 운항실적 / Total Distance

동중국해 대한해협

984,894 mile

East China Sea Straits of Korea

1,585,033.25 km

이어도호 제원 / Specifications
취항

1992년 03월

연근해종합연구선

26년

8.6

m

선폭
Breadth
(moulded)

32

명

전장 Length Over All

이어도호
r/V eardo

주요 연구조사 지역 / Major Research Sites

총 운항실적 / Total Distance

국내연근해지역

541,244 mile

Coastal waters and seas around the Korea Peninsula

871,047.784 km

12

승선인원
Complement

knots

순항속도
Cruising
Speed

49

m

357

톤

총톤수
Gross
Ton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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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1호 제원 / Specifications
취항

2005년 11월

연근해종합연구선

13년

5.2

m

선폭
Breadth
(moulded)

15

13

명

승선인원
Complement

전장 Length Over All

knots

순항속도
Cruising
Speed

41

톤

총톤수
Gross
Tonnage

24

m

장목1호
r/V Jangmok 1

주요 연구조사 지역 / Major Research Sites

총 운항실적 / Total Distance

국내 연해지역

101,018 mile

Inner coastal areas of South Korea

162,572.712 km

장목2호 제원 / Specifications
취항

2012년 03월

연근해종합연구선

6년

4.8

m

선폭
Breadth
(moulded)

12

전장 Length Over All

장목2호
r/V Jangmok 2

주요 연구조사 지역 / Major Research Sites

총 운항실적 / Total Distance

국내 연해지역

42,736 mile

Inner coastal areas of South Korea

68,776.9252 km

16

명

knots

승선인원
Complement

순항속도
Cruising
Speed

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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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총톤수
Gross
Tonnage

바다를 알리는 KIOST

해양연구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인류 발전에 공헌해온 KIOST는
국민의 해양적 교양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IOST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to solve the issues related to citizens’
happiness and humanity. We are promoting the ocean literacy of citizens.

KIOST cOnTrIbuTIng TO The publIc’S Ocean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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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해양적
교양을 높이는
KIOST
The KIOST,
promoting ocean literacy
among the citizens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을 널리 알리고 바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 현장에서 쌓인 지식과 정보를 나누어 국민의
해양적 교양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is conducting education programs and
engaging in volunteer activities to spread awareness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sea. It also attempts to enhance the public’s ocean literacy
by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research sites.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과학기술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해양 분야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장영실주니어 연구단’, ‘국내 해양과학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 동해,
제주, 울릉도 등의 연구소에서는 연구소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지역 바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Korea Institute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ontributing to the public’s awareness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preading ocean science culture and knowledge and search for career ocean fields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Jangyeong Sil Junior Research Group’and ‘Domestic Ocean Science Camp’.

교육 및 봉사활동
KIOST, educating and ser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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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들은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과학으로 보는 바다>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바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중 도서와 해양과학기술 입문자들을 위한
<해양과학총서>, 전문도서를 직접 집필하여 출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데이터베이스 <iPHOTO
Library>를 운영하여 연구 현장에서 찍은 생생한 해양 사진 자료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The experts at KIOST write books on the sea that answer questions from children and adults. Furthermore,
it publishes the “Marine science collection” for beginners i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professional books for experts. In addition, KIOST operates the “iPHOTO Library” and distributes vivid marine
photographs taken at research sites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KIOST
KIOST,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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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IOST
global KIOST

제51차 IOC 집행이사회 회의
The meeting of 51st session of
IOC executive Council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신탁기금 협약 체결
KIOST and IOC signed a FIT

KIOST와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2018년 1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UN Decade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
협약 체결
KIOST and IOC signed a FIT(Fund In Trust)
Letter to support UN Decade for substantiable
development goals in Paris on Jan 19th, 2018.

해양과학기술관련 양자간·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전 지구적
해양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IOST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including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in ocean sciences areas and also we are taking great effort to solve the
global ocean issues and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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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글로벌 네트워크
KIOST global network

해외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연구수월성을
확보하고 해양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IOST plays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network as a global leader i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pursuing excellence in ocean research through from joint research projects through
overseas joint research centers.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태평양
해양과학기지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peru Joint
Ocean research center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MTcrc)

Lima, Peru

Chuuk, Micronesia

Indonesia

KIOST–NOAA
Lab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KIOST–PML
Science Lab

KIOST–nOaa lab

Korea-china Joint
research center

KIOST–pMl Science lab

Washington DC, USa

Qingdao, China

KIOST는 전 세계 6개의 해외 거점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IOST operates 6 overseas research centers around the world.

Plymouth,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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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록
contact

01 국내 Domestic
TEL : 051-664-3000
FAX : 051-405-9330

본원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Headquarters

385, Haeyang-ro, Yeongdo-gu, Busan Metropolitan City, 49111, South Korea

남해연구소

(53201)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1길 41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41, Jangmok 1-gil, Jangmok-myeon, Geoje, Gyeongsangnam-do, 53201, South Korea

동해연구소

(36315) 경북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48

East Sea Research Institute

48, Haeyangscience-gil, Jukbyeon-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36315, South Korea

제주연구소

(633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670

Jeju Research Institute

2670, Iljudong-ro, Gujwa-eup, Jeju, Jeju Island, 63349, South Korea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40205)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1

Ulleungdo·Dokdo Ocean Science Station

121, Hyeonpo 2-gil, Buk-myeon, Ulleung-gun, Gyeongsangbuk-do, 40205, South Korea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Tongyoung Marine Living Resources Station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Uldolmok Tidal Power Station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Underwater Construction Robotics
R&D Center

TEL : 055-639-8400
FAX : 055-635-3913

TEL : 054-780-5200
FAX : 054-780-5249

TEL : 064-798-6000
FAX : 064-798-6039

TEL : 054-791-8406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마을 지선

(58906)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89길

(3755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04

02 해양연구선 Marine research Vessels
이사부호
R/V ISABU

온누리호
R/V Onnuri

이어도호
R/V Eardo

INMARSAT : 001-870-773-111-189
TEL : 070-4296-2495~8
FAX : 001-870-783-112-511
INMARSAT : 001-870-7731-10860
001-870-7731-10864
FAX : 001-870-7831-11859
INMARSAT : 001-870-7731-10925
TEL : 010-3577-1518
FAX : 001-870-7831-11984

장목 1호
R/V Jangmok 1

장목 2호
R/V Jangmok 2

TEL : 010-8503-1518

TEL : 010-624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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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외거점 및 국외협력센터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6 Xianxialing Road,
High-tech Park, Qingdao 266061, Shando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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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Peru Joint Ocean Research Center

Peru-Kore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Esquina Gamarray
General Valle S/N Chucuito Callao, Peru

TEL : +51-14-208-8605
FAX : +51-14-7461-1436

KIOST–NOAA Lab

1315 East-west Highway, Silver Spring MD 20910, USA

TEL : +1-301-427-2462

KIOST–PML Lab

Prospect Place, Plymouth, PL1 3DH, United Kingdom

TEL : +44-1752-633-100
FAX : +44-1752-633-101

태평양해양과학기지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P.O.Box Weno, Chuuk State,
FSM 9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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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Ocean Research Center

한·페루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MTCRC)

Jl. Fatahillah, No. 24 RT/RW : 02/04, Kelurahan Watubelah,
Kecamatan Sumber, Kab Cirebon, Jawa Barat 45617

04 부설기관 Subsidiary Organization
부설 극지연구소

(219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26, Songdomirae-ro, Yeonsu-gu, Inchen, 21990, South Korea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g

남극세종과학기지
Antartic King Sejong Station

북극다산기지
Arctic DASAN Station

남극장보고과학기지
Antartic Jang Bogo Station

(341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32, Yuseong-daero 1312 beon-gil, Yuseong-gu, Daejeon, 34103, South Korea

TEL : 032-770-8400
FAX : 032-770-8709

TEL : 042-866-3114

The King Sejong Station, King George Island, Punta Arenas, CHILE

TEL : 032-770-8570

The DASAN Arctic Station, N-9173 Ny-Alesund, Norway

TEL : +47-79-02-6844

The Jang Bogo Station, Terra Nova Bay,
Northern Victoria Land, Antartica

TEL : 032-770-85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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