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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보는 1년간의 연구사업 수행실적 및 기관 운영관련 사항들을 수록하여 

기관운영과 연구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발간하고 있다. 2012년 연보에는 7월 한국해

양연구원(KORDI)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 설립된 의미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많은 행사를 소개했으며, “New Challenge New Future”를 콘셉트로 바다보다 더 큰 바다를 

열어가는 해양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역할과 비전 등을 담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연보』는 공통부문, 연구부문, 지원부문, 부록의 네 가지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연구사업 결과이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심해 자원 등 다양

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부터 태평양, 통가 등 전 지구 

바다를 누비며 연구한 결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첫째,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연안재해 대응 기술 개발

해양과기원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비롯하여 약 114개소에 실시간 해양관측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독도 인근 해역에 독도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국가해양관측망을 지속

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예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국가해양과학관측망에서 관

측되는 파고, 조석, 해일, 수온, 염분, 해양기상 의 실시간 자료와 인공위성 등의 원격탐사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해양산업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연안재해를 방

지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둘째, 아름답고 편리한 미래의 바다를 위한 해양운송 및 안전기술 개발

세계 최대의 선박연구시설을 갖추고 선박에너지저감기술 및 추진성능의 향상기술을 개발하여 

선박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핵심기술개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종합 안

전성 평가, 안전설계 기술, 유체 안전성 향상기술, 극한지 공학기술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차세대 성능의 해양 운송체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해상운송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셋째, 거침없이 나가는 꿈의 개척자의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 

전 세계적으로 미세조류 연료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

양과기원은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등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여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바닷물의 흐

름과 파도를 이용한 조력, 조류, 파력 에너지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해양과학의 발전과 관련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해 헌신한 KIOST 전 구성

원의 열정을 연보에 수록하였다. 지난 한 해의 발걸음처럼, 앞으로도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전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Biology/보충자료 Web address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 http://www.kiost.ac/kordi_web/main/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웹진 : http://enews.kiost.ac/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블로그 : http://blog.kiost.ac/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트위터 :  https://twitter.com/KIOST_ac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kiost.ac

* 해양과학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 http://library.kiost.ac/

* 해양과학도서관 웹진 : http://news.newstool.co.kr/enewspaper/mainview.php?mvid=1108

* 해양과학도서관 트위터 : https://twitter.com/KIOSTlibrary

* 해양과학도서관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KIOSTlibrary

* 해양과학도서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kordilibrary

회사소개:(영어/한글로 400단어 이내)

Feel the Ocean! Fill the Future!

KIOST, the Global leader of the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y, 

Writes a new chapter of 

the history of the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y of Korea. 

KORDI, which has driven development of the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y of Korea for 
over 4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3, will write its new history on July 1, 2012, 
with a new name of KIOST. 

KIOST will be the world’s best marine research organiz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transforming Korea, which had no presence in marine sciences but became a powerhouse 
of the world's ocean research through KORDI's 

efforts. The ocean, a pristine place lled with limitles energy and life!

KIOST will write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ocean science, which will allow the 
ocean and human beings to coexist in harmo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