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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KIOST 비전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

비전 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인류에 공헌하는 해양과학기술

경영목표 

1. 도전적 융복합연구로 선도적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

2. 해양 신산업 발굴, 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3.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원

추진전략

▶ 임무중심 조직 운영 및 과제 대형화

▶ 4차 산업혁명 대응 해양산업 허브 조성

  ▶ 국민생활 공감형 협력연구 수행

  ▶ 공정· 윤리기반 연구중심 경영체제 확립

핵심가치

수월성 책임성 개방성 공정성

▶세계최고수준의  
우수 연구

▶우수인력양성 및 유치

▶국내^외  
해양현안문제 해결

▶국제사회 공헌

▶산^학^연 협력 및  
연계 강화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공정하고 질서있는  
상생의 조직문화

▶투명^윤리 경영

기후^해양환경 변화 대응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환경 
변화 대응

효율적 기관운영 

기관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연구윤리 및 청렴성

성과관리 활용^확산

성과관리 활용 확산체계

창업 중소벤처 지원 체계

대외협력 및 소통 체계

첨단해양공학기술 창출

해양공학핵심기술 및  
첨단장비 개발

대양자원개발 

해양바이오 및 전략광물자원
개발

해양영토관리

해양공간관리 및 해양안보 / 
안전 기술 개발

연구지원 부문

연구 부문

임무중심형 연구환경조성

우수 인력 양성 전략

연구몰입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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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대양자원개발 

기후^해양환경 변화 대응 해양영토관리

첨단해양공학기술 창출

KIOST 
연구거점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Tel. 051-664-3000    Fax. 051-405-9330

태평양해양과학기지

한 · 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한 · 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한 · 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동해연구소

부설 극지연구소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남해연구소
본원

KIOST-NOAA Lab.

KIOST-PML Lab.

제주연구소 



KIOST 연구목표

온누리호(ONNURI) 장목1호(JANGMOK 1)
40톤 / 2005. 1 취항1,400톤 / 1992. 3 취항

해양위성운영동
천리안 해양위성 시리즈의 자료 수신, 처리

-   GOCI 2010.06 발사, GOCI-II 2020.02 발사

- 정지궤도에서 한반도 및 주변국 해양환경변화 매시간 관측

국가 대형 해양연구 인프라

장목2호(JANGMOK 2)
35톤 / 2012. 3 취항

이어도호(EARDO)
350톤 / 1992. 3 취항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 규         격 : 전장(99.8m) × 폭(18.0m)

▶ 항해속력 :   최대 15.0Kts(6.3m draft, 

MCR 85%, S. S 2) /  

순항 12.Kts(6.3m draft, 

2,000KW, S. S 2)

Green & Smart Research Vessel

이사부호 (ISABU)

 승무원   25명 

7,400 해리 

연속항해

27 일 

연구원  35명

최대 항해 거리

최대 승선 인원 :   60명     

항해 일수

실시간 네트워크

대양KIOST

해양위성

실험, 분석자료

저탄소
저진동

저소음

5,900톤

2016. 6 취항

기후^해양환경
변화 대응

대양자원 개발

물리, 화학, 생물, 지질 분야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해양환경과 기후 변화를 

진단^예측하고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해양 생물자원 및 광물자원의 확보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신자원 발굴을  

위한 대양 및 극한지 탐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해양 오염조사> <해양현장조사>

연구부문 01

연구부문 02

<수중탐사> <심해광물자원 개발> <해양생물자원 연구>

해양 바이오 및 전략광물자원 개발

▶해양바이오연구

▶전략광물자원 개발 역량 확보로 산업화 진입

▶대양 극한 신자원 개발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환경 변화 대응

▶ 대양과 한국해의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 해양환경 감시 및 관리기술 개발

▶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반응 특성 이해 및 대응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첨단해양공학기술
창출

해양영토관리

창조적 연안 공간 개발, 청정한 미래 에너지 확보, 안전한 바다를 향한 지속 

가능한 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안, 항만, 해양에너지, 수중로봇, ICT 융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방위와 안전 및 재난재해 그리고 해저지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부문 03

연구부문 04

<해양방위 연구(수중글라이더)> <클로로필 분포> <해양 재해재난 연구>

<미래형 항만개발> <해양예보시스템 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해양공학핵심기술 및 첨단장비 개발

▶ 해양에너지 실용화 및 항만해양구조물 기술 개발

▶ loT기반 해양로봇 및 장비 기술 개발

▶ 해양위성 시스템 및 핵심활용기술 개발 고도화

해양공간관리 및 해양안보 / 안전 기술 개발

▶ 해양방위 및 안전기술 개발

▶ 해양 재해재난 피해저감 기술 개발

▶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