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oceantech.co.kr

해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
오션테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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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ic Equipment System Integration Underwater System

해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
바다를 사랑하는 해양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오션테크(주)는 1997년 창립 이래 해양 장비를 관련
정부 기관, 연구소, 기업체, 대학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장비의 납품과 설치, 운용 교육, A/S,
유지보수 등 납품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연구개발과 해양사업 컨설팅 분야로 그 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발맞춰 최신 기술과 첨단
해양장비를 공급하고, 나아가 소중한 해양환경을 보존하며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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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해양·기상장비의
모든 것

Global Partnership
국내외 해양 장비 제작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 신뢰성 높은 장비를 제공합니다.

High quality service with special know-how
고객의 요구에 오션테크㈜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접목,
최적화된 장비와 기술을 제안합니다.

Reliable maintenance for customer satisfaction
공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Industry-leading pioneer with advanced technology
오늘의 해양과 다른 내일의 해양, 첨단 기술로 해양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제품분류
해양관측

측량 및 탐사

분석

선박 및 기타

드론

해류관측

수심측량

지질분석

선박 운항장비

수중운용

파랑/조석 관측

지형탐사

해수분석

선박용 조사장비

수상운용

해양물리·환경 관측

지층탐사

Core 분석

선박 기상

공중운용

기타음향장비

소프트웨어
기타

Engineering

부이, 관측소

종합 해양관측
서비스 제공

오션테크㈜는 다양한 해양 환경에 적합한 해양 및 기상·환경 관측용 부이, 관측소를
제작하고, 설치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해양관측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의
Know-How를 축적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분야 : 표류부이, INBUS 부이, 이안류 부이, 파고부이, 대형부이, 조위관측소, 해수 유동관측소
(HF Radar), 해양과학기지, 연안방재관측시스템, 등표기상관측시스템, 파랑계

드론
오션테크㈜에서는 수중, 수상, 지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해양 조사용 드론을
보유·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무인 조사
사업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분야 : Wave Glider, USV, Underwater Glider, ROV, AUV, UAV

연구선
오션테크㈜에서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연구선에 각종 관측장비를 공급 및 설치
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관측 장비 운영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분야 : TV Grab, Deep Towing Camera System, 2D - 3D Seismic, 각종 연구선 관측장비

R&D
해양 장비 국산화와
신기술 개발

2006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오션테크㈜는 2006년에 연구,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해양 장비 국산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였습니다.

국가 R&D 과제 및 자체 연구개발 성공적 수행
다양한 국가 R&D 과제 및 자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내환경에 최적화된
관측 장비 및 관측 시스템을 실용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해양관측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자료처리,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 S/W 솔루션 개발
관측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료수집 및 전송,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해상·육상 실시간 무선통신을 지원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합니다.
▶

관련제품 : 표류부이,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 에코부이, 휴대용 선박평형수 검사장비
(P.counter), 관측소 통합 관리 솔루션 S/W,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S/W,
부이 모니터링 시스템 S/W, 선박 모니터링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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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소통과 이해로
고객이 원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

고객의 요구에 맞는 토탈 솔루션 제공
오션테크㈜는 20년간 신뢰도 높은 국내외 장비를 공급한 경험과 장비를 운용하고
유지보수 해온 현장 기술력, 노하우 그리고 전문연구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R&D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종합적, 효율적 전략 제안
해양관측을 위한 관측장비 및 데이터 표출, 전송 S/W, 통합 시스템에서부터 연구소,
연구선, 해양관측기지와 같이 해양관측의 목적과 연구 환경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고객과의 소통과 이해
고객과의 소통과 이해를 우선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관측시스템의 설계,
기술제안, 공급, 설치, 운용, 유지보수 등 해양 관측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분야 : 다양한 해양 관측에 필요한 Solution, 연구선 조사 장비 설계 및 운영, 각종
해양 관측 부이 및 관측소 설계 및 운영

해양관측장비
해류관측

Aanderaa Seaguard II DCP, RCM Blue, DCS Z Pulse series

파랑/
조석관측

Aanderaa 조위계, 파고계
Miros A/S Wave Radar, Wave Monitoring system, Range Finder

해양물리
·
환경관측

Aanderaa 수온, DO, CT, Turbidity, 센서
IDRONAUT Profiling CTD
Kongsberg Maritime Contros GmbH 수중 CO2, CH4, PAH 센서

측량 및 탐사장비
수심측량

Teledyne RESON Multibeam Echosounder

지형탐사

2G Robotics Underwater Laser Scanners
IXBLUE SAS side Scan Sonar
Klein Marine Systems, Inc. Multibeam & Bathymetry SSS
Marine Magnetics Marine Magnetometer
Rossfelder Corporation Underwater Vibro corer
SOUND METRICS Acoustic Sonar Camera(DIDSON),
Adaptive Resolution Imaging Sonar(ARIS)
ZLS corp Gravity meter

지층탐사

Cellula Robotics Deep seafloor drilling, Seafloor Excavator tool skid
OFG EM Survey system
S.I.G. France Sparker system
Sercel Offshore Seismic Survey System

기타
음향장비

GeoSpectrum Towed Directional Hydrophones
Marine Electronics 장애물 탐지 소나
RJE International Pinger / Transponders, Driver Sonar
RTsys Underwater acoustic recorders
SALT SonarBell
Teledyne Benthos Underwater Acoustic Modem,
Acoustic Release, 수중 Hydrophone
Teledyne Reson 수중 Hydrophone

분석장비
지질분석

ASC Scientific Automated Core analysis system,
Magnetic susceptibility system

Core
분석

GEOTEK Ltd Core 분석기(MSCL)
COX Analytical Systems Core 분석기(ITRAX)

선박 및 기타
선박
운항장비

FarSounder Inc. 3D 전방위 소나
IXBLUE USBL, LBL, Gyrocompass and Motion sensor, Underwater/Surface INS
Oceaneering C-nav (SBAS DGPS)
Teledyne Benthos Compact USBL Positioning system

선박용
조사장비

B.E.S.S. 다층 플랑크톤 채집기(MOCNESS)
General Oceanics 각종 Water Sampler, PCO2, Thermosalino-graph, Flowmeter and Plankton Net
IXBLUE Fish mapping and analysis sonar
Miros A/S 선박용 파고계, Oil Spill Detection system

소프트웨어

Chesapeake Techology, Inc SSS&SBP data acquisition & processing S/W
EIVA A/S Hydrographic Survery System, Intergrated Navigation Software
Ixblue SSS&SBP data acquisition & processing S/W
Teledyne RESON Data Acquisition Processing S/W, Hydropraphic Survey S/W

기타

NEUMAN & ESSER BLUESAPS® (Seismic Air Compressor)
AllMaritim AS Skimmer system, Spill Raider
DEEP SEA Power & Light 수중 light(deep), 수중 카메라
MetOcean Telematics 각종 Locating system, Iridium& RF Beacon
Mooring Systems Inc. 각종 Corer
Ocean Imaging Systems Digital Still Camera, Digital Sediment Profiling Camera
Oktopus GmbH TV-Grab
Teledyne Benthos Glass Buoy
ZEBRA-TECH LTD Hydro Wiper
한국해양기상기술 휴대용 선박평형수 검사장비, P.Counter
오션테크(주) 표류부이, 에코부이, 자동 승강식 해양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이안류 부이, 수중 무선통신 Kit, GPS wave Buoy,
스마트 프로파일러, 채니기(Box corer, Piston corer, Grab),
Freefall Grab, 수중 TRBM, 적조 모니터링 시스템,
압력식 조위계 성능 측정 시스템, 정밀 레이저 조위관측기,
자동 수면하 유지장치,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

드론
수중운용

Deep Ocean Engineering 소형 ROV
ISE 각종 대형 ROV, AUV
Teledyne GAVIA 중·소형 AUV
Teledyne Webb Underwater Glider

수상운용

Deep Ocean Engineering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Ixblue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Liquid Robotics Wave Glider (for CTD, ADCP, wave)

지상운용

SKY line VTOL Hybrid Drone, MAG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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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오션테크(주)는
세계적인 해양관측 장비 제작사와 함께합니다

2G Robotics

IDRONAUT

Oktopus GmbH

Aanderaa Data Instruments

ISE - International Submarine
Engineering Ltd.

Resinex

AGO Environmental
AllMaritim AS
BESS
Cellula Robotics
Chesapeake Techology, Inc
COX
Deep Ocean Engineering
DEEPSEA Power & Light

IXBLUE
Klein Marine System Inc.
Kongsberg Maritime Contros
GmbH
Liquid Robotics
Marine Electronics
Marine Magnetics
MetOcean Telematics
Miros

RJE
Rossfelder
Rtsys
SALT
Sercel
SIG
Teledyne Benthos
Teledyne Gavia
Teledyne Reson

EIVA

Mooring System

Farsounder

NEA

Teledyne Webb

General Oceanics

Ocean Imaging System

ZEBRA-TECH LTD

GEOTEK Ltd

OFG

ZL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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