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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고서면수 95

 해저 공간에 대한 정밀 입체정보 구축은 해저지진, 해저면 사태 등의 해저기인 자연재해,  
해저기반시설 및 CO2 해저지중 모니터링 등 공공시설물 활용 및 관리, 열수광상 등 심해

해저 자원, 탄성파해양학 등 해양 기후/순환, 해저 지음향 등 해양방위, 그리고 해양퇴

적층 진화 및 지구조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차원 고해상 탄성파탐사시스템은 고해상 음원/수진기, 수신기 위치제어, CDP binning 
현장모니터링, 실시간 탄성파 단면 Q/C, 소형이동식 탐사시스템개발 등의 H/W 기술과 

Wavelet Sharpening, Pre-stack 처리, 잔여오차보정 등 고해상 자료처리기술 등 S/W기술

과 해저의 3차원 입체정보의 재현을 위한 DB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술의 개발을 통해 1) 유용 가능한 해저공간 확대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저

공간 관리, 2) 해저기인 지질재해요소(해저지진, 해저단층, 해저면 사태 등)의 분포와 

활동특성 구명을 통한 자연재해 대비 및 경감 3) 해양퇴적층 진화 및 지구조 연구, 4) 
해저 열수광상 및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같은 해저자원의 분포/성인/크기 등 개발 및 관

련 환경관리, 5) 탄성파 해양학(Seismic Oceanography)을 활용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과 

대양에서의 해수 수괴(water mass) 및 순환 특성 구명, 6) 해양방위를 위한 기반자료 제

공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색  인  어
한  글

고해상 3-D 탄성파탐사, 해저공간 입체정보, 해저기인자연재해,

해저지음향모델링, 해양탄성파학

영  어
high-resolution 3-D seismic survey, marine subsurface 3-D information,

marine geohazards, geoacoustic modeling, seismic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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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해저영토(해저공간)의 정밀 입체 정보화를 위한 고해상 3-D 탐사기술개발 
기획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해저기인 자연재해, 해저공간 공공·산업 시설물 활용·관리, 해저자원, 해양방

위 등 다양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핵심적으로 활용되어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가 매우 큼

○ 인간의 활동영역으로서 가치가 증가하는 연안역 해양영토(해저공간) 정보를 입체

적으로 구축하는 고해상 3-D 탐사기술은 지금까지 수행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임

○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위한 심부 3차원 탄성파 탐사기술은 이미 개발·활용되고 

있지만 연안역과 중·천부 퇴적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해상 3차원 탄성파 탐사

기술은 현재 기술 개념정립 단계이므로 선도적 대응을 통해 창조적인 신기술 

개발이 유망함

□ 경제․산업적 측면

○ 제안기술은 제어시스템, 빅데이터 처리기술, 고기능 센서 등의 개발 등을 포함하

므로 이들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

○ 3차원 자료의 처리, DB화 및 가시화, 그리고 해석과 관련된 빅데이타 처리를 위

한 민간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것임.

□ 사회․문화적 측면

○ 최근 국가/사회적 최대 관심사인 해저지진, 해저단층 등과 같은 해저기인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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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관련하여 고해상 3-D 탐사 기술을 통한 해저공간 정밀 입체정보 탐사/추

출 기술 확보는 해저 자연재해 예측을 통한 재해대비에 기여함

○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 37%)를 달성하기 위해 CO2 

대규모 해저지중저장이 결정될 경우, 해저지층 정밀 입체정보 탐사/추출 기술을 

통해 CO2 저장 안정성 및 공적 수용성 확보에 큰 기여 예상 

○ 해저공간 기반의 공공/산업 시설물 개발/건설/관리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사회

안정망 구축에 기여 

2. 목적

  - 고해상 3-D 탄성파 자료획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기획

  - 고해상 고급자료 처리기술 및 3차원 탄성파자료 입체정보 DB화 연구기획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파악

 - 고해상 3-D 탄성파시스템에 대하여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연구개발사례와 국내 

연구개발 현황을 정리

2. 고해상 3-D 탄성파탐사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요소기술 분석

 - 고해상 탐사를 위한 수진기/음원 분석

 - 정밀위치 측정 및 실시간 CDP binning 모니터링 기술

 - 실시간 운용시스템 및 Q/C 기술

3. 3-D 입체 정보화를 위한 고급자료처리기술 분석

 - Wavelet 처리기술, 브로드밴드처리 기술 등 고해상처리

 - 중합전 구조보정 등을 통한 3-D 탄성파큐브 처리기술 및 DB화

 - 모델링/역산 등 고급자료 정량화 분석 기술

4. 고해상 3-D 탄성파탐사 응용분야 현황분석

 - 해저기인자연재해 및 지질음향모델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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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CO2 지중 저장 안정성 평가 및 모니터링 분야

 - 해저 자원 탐사·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 열수 광상 등)

 - 해저 퇴적층 기초 연구

 - 탄성파 해양학

IV. 연구개발결과

1.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시스템 구축 및 운용 방안 제시

   국내외 고해상 3-D 탄성파탐사 시스템개발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해 각 시스템

의 장.단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해저공간에 적절한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요소 기술들에 관해 제시하였다.

   고해상 3-D 탄성파탐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음원 및 수신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음원 및 수진기 사양을 제시하였으며, 현장 시스템 운용에 필수적 요소들인 

실시간 CDP binning, 현장 자료획득 및 Q/C 모니터링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2. 고해상 3-D 탐사 자료처리 기술 분석

   고해상 탄성파자료 3-D큐브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고급 자료처리기술에 대해 살

펴보았다. 얻어진 자료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고해상처리 기법으로 Wavelet 

Shaping 방법 및 브로드밴드 처리기술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3-D 큐브를 만드는 최

종 단계인 중합전 구조보정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정량적 해석기술인 모델링/

역산 기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3. 고해상 3-D 탐사 기술의 응용 분야 현황분석

   본 기술의 주요 응용분야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국가적 현안문제로 

떠오른 해저기인 자연재해 예측을 위한 단층탐사에 있어 3-D탄성파탐사의 필요성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질음향 모델링기술의 해양방위에의 응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고해상 탄성파탐사를 이용한 CCS 지중저장지의 안정성 모니터링에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해양 탄성파 탐사학을 이용한 해수 수괴 연구 현황을 분석

하고,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적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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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중~천부 해저 공간 지하구조의 정밀 특성정보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구현하는 

고해상 3-D 탐사기술은 최근 국가·사회적 현안문제인 해저기인 자연재해 특성이

해와 예측(해저 단층·지진, 해저사면사태 등), 해양방위(지음향, 대함·대잠 추적 

등), 미래 해저자원 개발(가스수화물, 해저열수광상 등), 빅데이터 처리, 해저공간(해

저시설물 포함) 활용·관리(해양 CO2 지중저장 등) 분야, 그리고 기초 연구 분야인 

해양퇴적층 진화·지구조 및 탄성파 해양학 연구 등 해양·지구 과학 분야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는 원천기술이다. 본 기술을 확보하여 아래의 중·장기 대형 국가 

R&D 사업 및 기초분야 연구 과제를 개발하여 사업화할 계획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해저기인 지질재해 요소의 정밀 분포와 특성 구명 및 발생 예

측 기반 연구

·해양 지중 CO2 저장지의 장기 정밀 지층 모니터링 연구

·태평양 및 인도양에서의 해저 열수광상 탐사·개발 연구

·이사부호 활용 대양 연구 : Seismic Oceanography 관측 기술 구축을 통한 중요 

해역에서의 해수순환 구조 3-D 영상화 및 중·장기 기후 변화 연구

·한반도 주변 해역 3-D 지음향 특성 규명 및 모델링 연구

·한반도 주변 해저 퇴적층 진화 및 지구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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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Planning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high-resolution 3-D seismic 

survey technology for the informatization of the marine territory in 3-D

II. Necessity and Objectives of the Study

1. Necessity

□ Technical aspects

○ 3-D seismic technology has a wide range of application in marine sciences for 

the (1) investigation of seabed-induced natural hazards, (2) management of 

public and industrial facilities in marine space, (3) exploration of seabed 

resources, (4) studies on bottom-interacting marine defense and others.   

○ 3-D seismic technology is a new scientific entity to build 3-dimensional 

information of the offshore territory that has been achieving increasing values 

as an area of human activity

○ 3-D seismic technology has been utilized for the exploration of oil and gas. 

However, high-resolution technology for middle and shallow depths offshore is 

in a conceptual stage, enabling the derivation of new and creative technology 

through proactive measures.   

□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s

○ The proposed technology encompasses the development of control system and 

high-performance sensors and the processing of big data, thus can derive the 

creation new industries and improvement of related technology. 

○ The proposed technology will invigorate the private sector industry for 

processing 3-D data, building DB, and data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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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The securement of the technology to explore and extract high-precision 3-D 

information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reparedness for natural 

hazards, considering the offshore earthquakes as a recent national concern.  

○ The proposed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the securement of stable CO2 

storage, considering Korea’s commitment to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 

emissions by 37% from BAU levels by 2030. 

○ The proposed technology will be used unequivocally for the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offshore public and industrial facilities and 

thus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2. Objectives

- Planning research to establish a high-resolution 3-D seismic data acquisition 

system

- Planning research to establish high-level data processing technology and DB 

of 3-D information

III. General Scope of the Study

1. Technology status in Korea and and abroad

- Summary of R&D cases abroad (USA and Germany) and in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high-resolution 3-D seismic system. 

2. Analysis of related element technology for building and operating the 

high-resolution 3-D seismic system.

- Receiver and source

- High-precision positioning and real-time monitoring of CDP binning

- Real-time operation system and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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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alysis of high-level processing technology for 3-D informatization of 

seismic data

- High-resolution  processing including wavelet processing, broadband data 

processing

- Extraction of information in cubic form after prestack depth-migration and 

establishment of D/B

- High-level quantification of 3-D data using modeling and inversion 

4. Analysis of the application status of high-resolution 3-D seismic 

technology

- Seabed-induced hazard analysis and geoacoustic modeling

- Subsurface risk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offshore CO2 storage

- Exploration and prduction of offshore subsurface resources (gas hydrate, 

hydrothermal minerals, etc.)

- Basic researches on offshore sedimentary sequences

- Seismic oceanography

IV. Results of the Study

1. Sugges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high-resolution 3-D seismic 

explor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

  The pros and cons of high-resolution seismic technology were recogniz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n, the plans were proposed to establish a 3-D seismic 

system suited for Korea’s marine territory. Element technology for the system 

was also suggested.

  Technical specifications of a source and a receiver were suggested for the 3-D 

seismic system based on their analysis. Descriptions were given of essential 

elements for on-site operation including real-time CDP binning, data acquisition, 

and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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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alysis of processing technology for high-resolution 3-D seismic data

  High-level technology for processing seismic data was reviewed that is required 

for designing 3-D seismic data in cube form. Technology to improve the resolution 

of seismic data was analyzed such as wavelet shaping and broadband recovery. 

Prestack depth-migration technology was reviewed as a final step to establish a 

data cube. Seismic modeling and inversion technology was analyzed as a means of 

quantitative interpretation.

3. Comprehe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technology

  The necessity and application plan were suggested to investigate offshore 

Quaternary faults and their activity with the final goal of prediction of natural 

hazards as a national concern. Other applications were described including 

geoacoustic modeling used for marine defense, monitoring of CO2 sequestration 

sites, seismic oceanography to image the water masses in the ocean interio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V. Suggestions for Applications

   The proposed technology will be utilized to develop mid- and long-term R&D 

projects of Korea and basic science projects as follows:

·Basic research to investigate the seabed-induced hazards and their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rediction of hazard occurrence. 

·High-resolution, long-term monitoring of CO2 sequestration site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hydrothermal deposites in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Ocean going researches on the R/V Isabu: 3-D imaging of ocean circulation 

using seismic oceanography and mid- and long-term climate changes

·Definition of 3-D geoacoustic properties offshore and modeling

·Evolution of sedimentary sequences and neotectonic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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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해저 공간에 대한 정밀 입체정보 구축은 해저지진, 해저면 사태 등의 해저기인 자연

재해,  해저기반시설 및 CO2 해저지중 모니터링 등 공공시설물 활용 및 관리, 열수광

상 등 심해해저 자원, 탄성파해양학 등 해양 기후/순환, 해저 지음향 등 해양방위, 

그리고 해양퇴적층 진화 및 지구조 연구 등의 기초학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기술 트렌드는 저비용/저해상의 2차원 해저공

간 정보에서 고해상/고화질의 3차원 해저공간 입체정보 획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저 공간에 대한 정밀 입체정보는 고해상 3차원 탄성파탐사기술을 

이용하여 구축가능하며, 기존의 심부탐사용 3차원탐사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한 인

간의 활발한 활동영역인 연안역과 중·천부퇴적층 중심의 고해상 입체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현재 이 분야는 상용제품의 proto-type 출시 단계로 관련 원천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3차원 고해상 탄성파탐사시스템은 크게 자료획득 시스템과 자료 처리/분석 등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자료 획득시스템은 고해상 음원/수진기 사용, Layout 시

스템, 수신기 정밀위치 측정, CDP binning 현장모니터링, 실시간 자료획득 운용, 탄

성파 단면 Q/C 등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 자료 처리/분석 분야는 Wavelet 

Shaping, 중합전처리  등 고해상 자료처리기술과 해저의 3차원 입체정보로의 DB화 

및 재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술의 개발을 통해 1) 유용 가능한 해저공간 확대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저공간 관리, 2) 해저기인 지질재해요소(해저지진, 해저단층, 해저면 사태 등)의 

분포와 활동특성 구명을 통한 자연재해 대비 및 경감 3) 해양퇴적층 진화 및 지구

조 연구, 4) 해저 열수광상 및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같은 해저자원의 분포/성인/크기 

등 개발 및 관련 환경관리, 5) 탄성파 해양학(Seismic Oceanography)을 활용한 우

리나라 주변 해역과 대양에서의 해수 수괴(water mass) 및 순환 특성 구명, 6) 해

양방위를 위한 기반자료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기획연구는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기술에 필요한 요소 기술인 고해상 3-D 

탐사시스템 구축과 고해상 3-D탄성파큐브 작성을 위한 자료처리기술에 대하여 자

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이 기술의 응용분야인 해저기인자연재해, 공공시설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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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양방위, 그리고 해양 수괴 연구 등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본 원천

기술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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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D 탄성파탐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석유, 가스 등의 수요가 많아

질 때 이의 효율적인 탐사를 위해 개발되어 현재까지 자원탐사를 위해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원탐사용 3-D 탄성파 탐사는 해저면에서 수 km 

이하의 퇴적층을 대상으로 평균 5천에서 수만 톤급 이상의 전용조사선과 배 후미로 4줄 

~ 8줄 이상의 스트리머가 수 km 예인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개 이상의 고용량 에어

건을 음원으로 사용하며, 이의 교대 발파를 위해 고용량 에어 컴프레셔가 필요한 대규모

의 탐사이다.

   고해상 3-D 탄성파탐사는 지하천부를 매우 자세히 탐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탐사로, 

심부탐사용 3-D 탄성파탐사시스템을 고해상 사양에 맞게 적용시켜 사용하게 되며, 보통 

portable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현재까지 지하 천부를 고해상으로 탐사하기 위한 고해상 

3-D 탄성파시스템은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서 많은 개발 연구사례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외 연구 현황

   외국에서는 석유탐사를 목적으로 1960년대에 2차원 석유탐사기술이 정립되었고, 1990

년대에는 3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기술이 활발히 발전되었다. 3차원 탄성파탐사에 관

한 연구는 미국 Texas Austin 대학교 지구물리연구소 (Pulliam et al., 1996; Davies and 

Austin, 1997), 캐나다 지질조사소에서 (Mosher et al., 1998), 프랑스의 IFREMER 해양연구

소, 벨기에의 지질연구소와 독일 Gent 대학 (Henriet et al., 1992) 등에서 주로 고해상처

리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대형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실질적인 고해상 3-D 

탄성파시스템으로 볼수 있는 Portable 개념의 중소형시스템은 최근까지 실험적으로 연구

되었다.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장비는 기본적으로 심부탐사용 3-D 탄성파탐사의 개념을 바

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원과 수진기의 위치제어 이다. 이러한 위치

제어 방법과 연관하여 크게 고정프레임 방식 (일체형)과 비고정 방식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프레임 방식은 음원과 수진기의 상호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위치제어가 매

우 편리하여 현장자료 취득이 용이하고, 자료처리시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다. 단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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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프레임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교적 탐사심도가 얕고, CDP 중합수도 

적은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비고정 방식은 스트리머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길게 할 수 

있어 CDP 간격을 다소 크게 할수도 있고, CDP 중합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탐사심도가 깊다. 단점으로는 음원과 수진기의 위치가 유동적이므로 정확한 위치측정

를 위한 설비가 필요하며, CDP binning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고정형 중 가장 해상도가 높은 장비는 최천부탐사를 목적으로 개발된 초고해상 탄성

파탐사 장비인 3-D chirp profiler를 들 수 있다. Fig. 2-1-1(a)에 나타낸 3-D chirp 장비

가 미국 국립해양연구소가 싸우스햄튼 대학교 및 GeoAcoustics와 공동으로 개발한 

GeoChirp 3-D로 현재 Konsberg GeoAcoustics사에서 상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GeoChirp 

3-D는 CDP bin size 를 12.5 cm 내지 25 cm로 설정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목적으로 개

발되었으며, 정확한 위치제어를 위해 고정된 frame 속에 soruce와 hydrophone receiver

를 고정시켰으며, frame 의 모서리에 RTK-GPS를 설치하였다. Fig. 2-1-1(b)는 GeoChirp 

3-D 장비를 이용해 해저에 매몰되어 있는 난파선의 3차원 자세를 도시한 그림이다.

 

Fig. 2-1-1. (a) 3-D GeoChip: Decimeter-resolution sub-bottom profiler, (b) 3-D images of 

wrecked ship buried under the seabottom using the 3-D GeoChip.

   지하 천부 비교적 얕은 탐사심도를 타겟으로 하여 개발된 고정형 장비로는 Marsset 

et al. (1998), Missiaen (2005), Muller (2009) 등이 있으며, 이들의 장비모식도를 각각 Fig. 

2-1-2 ~ Fig. 2-1-4에 나타내었다. Marsset et al. (1998)에 의해 개발된 “SEISCAT”시스

템은 벨기에의 Scheldt 강의 하부의 터널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Missiaen (2005) 는 보다 진보된 형태인 OPUS-3-D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나, 스트리머의 

위치제어에 실패하여 성공적인 3-D 큐브를 얻지 못했다. 그후 Muller (2009) 등은 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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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개발하여 터기 유물탐사에 성공적으로 적용시켰다.

Fig. 2-1-2. Diagram of the hydrophone array for 3-D seismic of Marsset et al. (1998).

Fig. 2-1-3. Diagram of the hydrophone array for 3-D seismic of Missiaen (2005).

   이러한 고정형 탐사장비는 탐사심도가 얕고 binning 수가 적어 제한된 용도에 

국한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지하천부 다양한 깊이의 탐사에 적합한 비고정형 장비

가 최근에 점차 사용빈도를 늘려 가고 있다. 최근까지 개발된 비고정형 3-D 탄성

파 장비로는 Muller et. al (2002)의 경우, 부머 음원과 2줄의 스트리머를 사용한 

3-D장비를 고안하였으며, 스위스 로잔공대에서 에어건을 음원으로 사용하면서 소

형조사선의 양옆으로 2줄의 스트리머를 예인하는 3-D 탐사장비를 개발하였다 

(Scheidhauer et al.,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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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Diagram of the hydrophone array for 3-D seismic of Muller (2009).

   비고정형 탐사장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원 및 수진기의 정밀한 위치 측정을 

위한 실시간 binning 모니터링인데 위의 장비들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최근에 해저 1 km 내외의 비교적 천부의 조사를 위한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에 가장 적합한 장비로 P-cable이 소개되고 있다. 기존 3-D 탐사장비의 설치 

및 운용상의 어려움을 보완한 장비로 설치 및 운용이 편리하며, 스트리머 개수 등

을 우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위치제어 및 현장 binning 도 기존 3-D 탐사 수준으

로 수행할 수 있다.

   P-cable은 기존의 3-D 탄성파탐사장비와 달리 소규모 환경에 운용 적합하도록 

예인체를 가로 방향으로 넓게 펼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Geometrix 사

가 상용으로 출시한 제품을 예로 들면 가로 방향으로 스트리머 간격 6.25m로 최대 

24개의 스트리머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스트리머는 길이 방향으로 6.25 그룹간격

으로 최대 16채널까지 사용 가능하다. Fig. 2-1-5에 Geometrix사의 P-cable 장비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 봐와 같이 음원 및 수진기의 상대적인 위

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절점들 마다 GPS를 설치하였으며, 해류의 흐름등에 따라 

스트리머가 휘어질 수 있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트리머의 양 끝단에 compass 

를 위치시켰다. GPS 및 compass의 정보는 탐사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

간 binning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P-cable은 기존 3-D 탄성파 탐

사시스템 기술을 거의 재현하고 있어 기존 3-D탐사자료처리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

할 수 있다. Fig. 2-1-6은 P-cable을 이용해 얻은 3-D 탄성파 큐브자료로 Barents 

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에 대한 해석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 23 -

Fig. 2-1-5. Schematic diagram of P-Cable system.

Fig. 2-1-6. 3-D seismic cube using P-cable system for the exploration of gas hydrates in the 

Barents Sea

   P-cable의 예인체는 폭이 넓은 반면 각 스트리머의 채널 수에는 제한이 따르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단일 에어건을 사용하고 있어 탐사효율이 다소 

떨어진다. 네덜란드의 TNO 연구소는 기존의 심부탐사용 3-D 탄성파탐사시스템을 

그대로 축소시킨 시스템을 이용해 네덜란드 근해 가스함유지역에서 자료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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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Fig. 2-1-7). 예인체에 6줄의 스트리머가 설치되었으며, 각 스트리머 당 24채

널의 수진기를 사용하였다.

Fig. 2-1-7. TNO 3-D data acquisition. the two air guns and the six streamers are towed behind 

for the seismic survey.

   또한 2개의 에어건을 번갈아 발파시켜 1.25 km x 3 km 지역을 약 이틀에 걸쳐 탐사

를 진행하여 자료를 얻었다. 이 때 여러대의 GPS와 조사선의 gyro를 이용하여 실시간으

로 spread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였다. Fig. 2-1-8는 이 때 얻은 고해상 탄성파 큐브자

료(bin 크기 3.125 x 6.25 m)로 가스 함유층으로 해석되는 section을 3차원 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Fig. 2-1-8. The fence diagram from high-resolution 3-D seismic cube made by T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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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연구 현황

   국내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엔지니어링 규모 해저 

탄성파탐사 3-D 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고정프레임형 및 비고정형 고해상 3-D 탄성

파 탐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자료를 얻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4, 2015; 김찬수, 

2015). 고정프레임형의 경우 초고해상도 탐사를 목적으로 음원은 ORE SBP를 사용했으며, 

일체형으로 연결된 가로 방향으로 8개의 수진기를 연결시켰고, 중간에 보드를 이용해 부

력을 유지시켰다 (Fig. 2-2-1). 고정형의 경우 다중채널 개념보다는 단채널 초고해상 3-D 

탐사자료의 획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ig. 2-2-1. Fixed type of 3-D seismic survey includes 8 receivers and buoyancy surfboards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2015).

   비고정형 시스템은 Fig. 2-2-2에서 보듯이 소형조사선 중간에 소형 에어건 음원을 위

치시키고, 양쪽에 각 8채널의 스트리머를 2줄 설치하였고, 위치모니터링을 위해 총 5군

데 지점에 GPS를 장착하였다. 스트리머의 채널수가 부족함으로 인해 실제탐 사시 CDP 

fold수를 높이기 위해 속도를 1.25m/s (2.43 knts)로 극히 저속도로 운행하면서 3-D 탄성

파큐브 자료를 얻었다 (김찬수, 2015). 이렇듯 국내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목적을 위한 소

규모 3-D 탄성파 획득시스템의 개발에 머물러 있어, 장비의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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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Detachable type of 3-D seismic survey includes an air gun and two ( 8-channels) 

streamers. GPS sensors are located at 5 different positions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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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이 장에서는 1) 고해상 3-D 탄성파탐사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주요 요소들인 

H/W 와 운용시스템 및 모니터링, 자료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으

며, 2) 고해상 탄성파 3-D큐브 제작을 위한 고해상 자료처리기술에 대해 정리하였고 그

리고 3) 본 기술의 응용분야인 단층탐사, 지질음향 모델링, CO2 지중저장지 및 해수수괴 

적용의 현황에 기술하였다.

1. 고해상 3-D 탄성파탐사 시스템구축 및 운용

1.1 음원 및 수신기

   고해상 3-D 탄성파탐사를 위한 음원은 기본적으로 고주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원

을 사용하여야 한다. 음원의 세기와 해상도는 보통 배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탐사심도

와 해상도 상이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상의 음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해상 탐사를 위한 최대허용 해상도를 대략 1 m로 했을 때 최대허용 파장은 4m로 

평균속도 1600으로 했을 때 대략 400Hz에 해당된다. 즉 적어도 400Hz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음원이 필요하다.

   고해상 3-D 탄성파탐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음원은 스파커와 소용량 에어건을 들수 

있다. 먼저 스파커음원은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SIG사와 네덜란드의 Geomarine Survey 

System사, 미국의 Applied Acoustics사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IG사의 음원을 예로 들어 정리하였다. Fig. 3-1-1는 SIG사 제품사양

서에 나와있는 탐사 타겟 깊이에 따른 추천 스파커 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따르

면 이 기획과제에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지하 500m ~ 1km의 경우 2000 Joule 용량의 스

파커 혹은 일부 깊은 곳은 6000 Joule 용량의 스파커가 필요하다. 중심주파수는 500 

Joule의 경우 1000-1400Hz, 2500 joule의 경우 500 Hz를 가지므로, 상당히 고주파에 속한

다.

   에어건의 경우 Sercel 사와 Bolt 사 제품이 주로 이용되는데, 여기서는 Sercel사 제품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에어건의 경우 해상도는 far-field signature에 의해 결정되는 

데, 이는 건 볼륨과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심부탐사의 경우 에어건 볼륨은 높이고 

깊이는 5m 이상을 유지하고, 중~천부탐사의 경우 에어건 볼륨은 낮추고 깊이도 3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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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한다. 아래 Fig. 3-1-2에 Sercel 사의 GI건의 far-field 신호와 주파수 반응을 나타

낸 그림인데 (a), (b)는 각각 깊이 6m에서의 600 in3 경우와 깊이 1.5m에서의 90 in3 의 

경우를 나타낸다. 상기한 최대허용 주파수 400Hz를 고려하면, 고해상탄성파탐사용으로 

90 in3 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적은 볼륨의 건

이 필요하다.

Fig. 3-1-1. Specifications of SIG sp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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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Far-field signature (up) and frequency spectrum (down) of (a) 600 in3 GI-gun at a 

depth of 6.0 m and (b) 90 in3 GI-gun at a depth of 1.5 m.

   수진기의 경우, 채널수, 그룹간격 등이 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이며, 이 

기획사업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응용분야에 적용시키는 사양으로는 그룹간격 10 m 이

하,  채널 수는 16 채널 이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적절히 변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음원선택과 수진기 채널 수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Fig. 3-1-3에 스파커 음원을 

사용한 단채널 탐사와 10 in3 의 에어건을 사용한 24채널 탄성파 단면을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Fig. 3-1-3(a)의 경우 음향기반면이 다중반사에 가려져 잘 구분되어 보이지 않지

만, Fig. 3-1-3(b)의 다중채널 에어건의 경우 음향기반면이 뚜렷히 구별되고 있으며, 세밀

한 퇴적층의 변화도 잘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1-3. Seismic sections from (a) single-channel survey with sparker source and (b) 

multi-channel survey with air-gu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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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기인 자연재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연구 아이템은 지하 퇴적층에 나타난 변형

의 흔적, 즉 대표적인 것으로 단층을 파악하는 일이다. 특히 최근 4기 단층과 지진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에서의 4기 퇴적층은 

해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해저면 아래 1 km 이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즉 탄성파 탐사심도를 최대 1 km 정도에 두면 충분하며, 최대 1 km를 투과

할 수 있는 음원 중 가장 고해상 음원을 선택하면 된다. 탄성파의 투과력은 음원의 크기

뿐만 아니라 퇴적층의 성질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주변에서 행해졌던 

탄성파 탐사의 음원 및 투과 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그동안 

꾸준히 심부 및 천부 탄성파탐사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남동해역의 제 4기 단층연

구를 위한 탄성파 탐사를 수행한 바가 있어 적절한 음원의 선택에 관한 know-how 가 

축적되어 있다.

   에어건 용량 10-40 in3 이나 스파커 음원 1000-5000 Joule 사이에서 지역에 따라 적절

히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지질음향 분야의 경우, 지층의 감쇠계수가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지층의 감쇠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S파의 거동이나, 탄성파의 입사각 변화를 연구하는 기법들이 사용되는

데 이때 주요한 것이 탄성파 파형의 일관성이다. Sparker를 이용할 경우 고해상음원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파형이 매우 불규칙하고, 꼬리 부분이 길어 적철치 않다. 5-10 in3의 

소용량 에어건은 비교적 고해상 음원을 발생시킬 수 있고, 파형도 매우 안정되어 있어 

지질음향분야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Sparker 음원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Wavelet shaping 등의 처리를 통해 파형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연안시설의 경우, 수심이 얕고 탐사심도 또한 얕은 경우는 초고해상도 탐사가 적합하

다. 상기한 3-D chirp profiler가 대체로 연안시설과 관련된 3-D 탄성파 탐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심부의 구조가 필요할 경우 Sparker 음원을 사용한 

고정형이나 비고정형 탐사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CO2 저장지와 관련한 고해상탄성파탐사 적용분야는 저장후보지 선정후 시추의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site survey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시추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geohazard 의 사전 탐지가 매우 중요하며, 현재의 넓은 격자망의 2D site survey자료 대

신 고해상 3-D탄성파탐사를 통한 3-D 탄성파 큐브를 이용한다면 매우 신뢰성 있는 결과

를 얻게되어 안정성이 높아진다.

   CO2 저장지 운용 전 및 운용 후에 일반적인 3-D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여, CO2 저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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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장상태의 변화 등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심부의 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

해상 자료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CO2가 저장된 후 CO2의 유출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저 천부퇴적층의 정밀 변화모니터링은 필수적이며, 고해상 3-D탄성파탐사가 이를 가능

하게 한다. 위의 두가지 경우에 있어 타겟심도는 앞에서 얘기한 해저퇴적층 탐사의 경우

와 같으며, 음원 및 수진기도 이에 준해 선택하면 된다.

   최근 해수 수괴의 특성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탄성파해양학 분야는 그동안 주로 해저 

퇴적층이나 심부지각구조 탐사를 위해 사용되던 탄성파탐사를 수층의 물성분석에 응용

하는 기법이다. 탄성파는 매질의 음향임피던스의 변화에 반응해 반사파를 발생시키며, 

음향임피던스는 속도와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수층에서의 속도와 밀도는 수층의 온도, 

염도, 압력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 중 수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다. 수층에서의 수온의 변화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경우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

문에 음향임피던스의 변화가 매우 적으며, 이에 따라 탄성파반사파의 크기를 결정짓는 

반사계수의 값이 매우 적다. 즉 이러한 매우 적은 반사계수를 가지는 수층에서의 탄성파 

반응을 얻기 위해선 강력한 음원을 사용해야 한다. 음원의 파워가 클수록 저주파 음원이 

발생되므로 오히려 해상도가 낮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하며, 이의 방지를 위해 해역의 특

성에 따른 반사계수를 미리 예상한 다음 그에 맞는 음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1.2 실시간 CDP binning 모니터링

   비고정형 탐사시스템의 경우 유인체의 위치가 수시로 변하게 된다. 아래의 Fig. 3-1-4

는 P-cable 의 탐사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 추정을 위해 여러 변화점에 

GPS 및 compass 를 설치하여 음원과 수진기의 위치추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러한 유

인체는 Fig. 3-1-5에 나타낸 그림처럼 실제 탐사시 조사선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

이지 않으며, 해류나 바람등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얻어지는 탄성파자료는 위치가 균질하기 않으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탄성파 큐브의 각

각의 bin속에 포함되는 CDP fold 수가 불규칙하게 된다. 이는 최종자료의 질을 떨어뜨리

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CDP bin 속에 들어가는 최소한 bin을 설정해 놓고 현장에

서 모니터링하면서 탐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을 실시간 CDP binning 모니터링이라

고 하며, 다중채널 3차원 탄성파 탐사시 필수적인 과정이다. 보통 본 탐사과정을 끝낸 

다음 CDP fold수가 부족한 bin을 채우는 보조탐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본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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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40%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실시간 binning 모니터링은 상용의 탄성파 Navigation

시스템 S/W를 사용하게 되며, 대표적인 것으로 Sercel 사의 “SeaPro Nav”, NCS사의 

“NavPoint” (Fig. 3-1-6)등이 있다.

Fig. 3-1-4. Schematic diagram of P-cable: GPS sensors and compassed are installed in many 

points.

Fig. 3-1-5. Plan view of 3D marine seismic survey with P-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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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Monitoring of 3D CDP binning with Navpoint S/W.

1.3 운용시스템 및 Q/C 모니터링

   고해상 3-D 탄성파탐사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자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

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확인 사항으로 실시간 발파점자료, 근접트레

이스 자료, 자료의 진폭변화, 실시간 신호의 주파수분석 등이 필요하다. Fig. 3-1-7는 탄

성파 탐사 시 기본 운용화면으로 발파점 자료, 근접트레이스, 주파수분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사항 외에 간단한 자료처리를 통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Brute-stack, 잡음분석, F-K 분석 등이 있는데, Fig. 3-1-8에 Brute-stack 도면과 

잡음분석의 예를 도시하였다 (한국자원연구소, 1998; 지질자원연구원, 2001).

Fig. 3-1-7. Real-time acquisition operation of seismic data (KIGAM, 199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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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Quality contral of seismic data: Brute stack and noise analysis (KIGAM, 1998, 2001)

2. 고해상 3-D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기술개발

2.1 탄성파 모델링/역산 및 구조보정 

2.1.1. 모델링 

   탄성파 모델링이란 송신원에 의해 발생한 파동이 평면, 선 또는 점 공간의 매질을 통

해 전파해나가는 모형의 반응을 수치해석학적으로 계산하고 모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기법은 탄성파 탐사자료의 수치해석을 통해 탐사지역의 지하지질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간접적인 도구로 이용된다. 탄성파 모델링에 사용되는 기본 파동방정식은 주로 (1) 수층

의 음향전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음향파동방정식 (acoustic wave equation), (2) 땅과 

같은 탄성매질에서의 파동의 전파를 모사할 수 있는 탄성파동방정식 (elastic wave 

equation)이 있다. 이러한 미분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유한 차분법이나 유한 요소법을 사용한다(민동주 등, 2016). 유한차분법이

나 유한요소법 같은 수치기법의 경우, 경계조건의 처리가 필요하며, 주로 PML 경계조건

이 사용된다. 컴퓨터자원이 부족한 1900년대까지는 주로 시간영역에서 수치작업이 이루

어 졌으나, 이후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병렬처리가 수월한 주파수영역에서의 

계산이 많이 이루어진다. 탄성파 모델링 중 주파수영역에서 해양에서의 탄성파 시뮬레이

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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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2-1) 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음향파동방정식을 식 (3-2-2)는 탄성파동방정식을 

각각 보여 준다 (Choi et al., 2008).

                                             (3-2-1)

            (3-2-2)

   식 (3-2-3)은 일반 해양탄성파탐사에서의 환경을 고려하여, 음향방정식과 탄성방정식

을 같이 고려하여 풀수 있는 유한요소법의 행렬방정식이다.

                        (3-2-3)

   Fig. 3-2-1는 탄성파모델링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성모델인 마무지 모델이며, 다양하게 

이루어진 밀도 및 속도를 가진 모델이다. Fig. 3-2-2는 음향-탄성 복합 매질에서 구한 합

성 탄성파 발파점 자료이다 (Choi et al., 2008).

Fig. 3-2-1. The P-wave velocities of the Marmousi-2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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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Synthetic seismograms of (a) pressure, (b) horizontal, and (c) vertical displacements 

measured along the water bottom.

2.1.2. 역산  

   역산은 모델링의 반대개념으로 탄성파 탐사를 통해 획득한 현장자료로부터 역으로 지

하지질구조를 유추하는 방법을 말한다. 탄성파역산은 최근까지 계산시간의 제약으로 인

해 주로 굴절파 혹은 반사파 토모그래피 혹은 중합단면에서의 간단한 임피던스복원 등의 

방법에 국한되어 왔다. 최근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완전파형역산법이 도입되어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완전파형역산은 대표적인 비선형 역문제로, 직접적인 해석해는 구

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역문제 풀이법에서 사용되는 반복적 방법을 사용한다 (민동주 

외, 2016). 즉 현장 관측된 파동장과 가정된 지하모델로 부터 계산된 파동장의 차이가 작

아지도록 수치모델을 업데이트해나가는 기법으로, 파동장의 계산을 위해 수많은 모델링

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파형역산은 클러스트 검퓨터를 이용하여 병렬처

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기본적인 역산 알고리듬으로는 목적함수의 그래디언트를 계산하여 모델을 업데

이트하는 최대경사법이 이용된다. 이 방법은 역산 과정에서 주로 상부 구조에 집중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하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헤시안 행렬으로 그래디언트를 

선처리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민동주 등, 2016). 헤시안 행렬의 실제 적용시는 계산

시간의 단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근사시켜 사용하게 된다. 아래 그림은 Hessian 행

렬을 이용한 역산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Jun et al., 2014). Fig. 3-2-3는 역산 테스트

를 위해 선택한 속도모델이며, Fig. 3-2-4 ~ Fig. 3-2-6는 유사 헤시안, 신유사 헤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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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유사 헤시안을 이용한 역산결과를 각각 나타낸 그림으로 가중유사 헤시안이 가장 좋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3. Model 94 synthetic data of P-wave velocity.

Fig. 3-2-4. Inverted models of P-wave velocity after 200 iterations using the pseudo-Hessian 

matrix.

Fig. 3-2-5. Inverted models of P-wave velocity after 200 iterations using the new pseudo-Hessia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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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Inverted models of P-wave velocity after 200 iterations using the weighted 

pseudo-Hessian matrix

2.1.3. 구조보정

   CDP 중합을 통해 구한 탄성파 중합단면은 실제 지하의 반사면을 왜곡된 모습으로 보

여주는데, 이를 실제 지하구조와 가깝게 변환시키는 자료처리과정을 구조보정이라 한다. 

구조보정은 중합전 및 중합후 구조보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합전 구조보정은 알고리

듬에 따라 시간 혹은 깊이로 나타낸다. 고해상탄성파 3-D 자료의 경우, 계산시간의 절약

을 위해 중합후 구조보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고해상 목적에 맞게 가능한 정밀한 지하

구조를 얻기위해 중합전 깊이 구조보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구조보정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키르히호프(Kirchhoff)구조보정, F-K 구조보정, 유한

차분을 이용한 구조보정, 역시간 구조보정 (reverse time migration)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중합전 구조보정의 대표적인 방법인 키르히호프 구조보정 및 역시간 구조보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키르히호프 (Kirchhoff) 구조보정

   키르히호프 구조보정은 지하의 모든 점들이 각각 하나의 회절점이고, 탄성파 기록의 

신호들은 회절점에서 발생한 회절파의 합이라 생각한다. 탄성파 기록의 회절 신호들을 

해당 신호가 발생한 지하 회절점 위치에 중합해주면 지하지질구조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회절 신호가 발생한 지하 회절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송신원에서 각각의 회절점을 

거쳐 수신기까지 신호가 이동하는 시간 정보가 필요하고, 이는 지하 속도모델이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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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시계산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민동주 등, 2016). 

   키르히호프 구조보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트레이스상의 임의시간에 해당하는 신호

가 단 한 점에서 온 회절 신호가 아니라, 송신원과 수신기 위치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상

의 모든 회절점으로부터 발생한 회절파의 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합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신호들을 모두 중합하게 되면 신호의 상쇄과정을 통해 지하 영

상 단면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합에 사용하는 오프셋, 입사각, 반사각을 제한하

게 되면 오프셋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다중 회절파로 인한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역시간 구조보정

   역시간 구조보정은 양방향 파동방정식(two-way wave equation)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탄성파가 진행되는 모든 경로를 고려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위치를 찾는 기법으로 현

재까지 제안된 구조보정 방법 중 가장 높은 해상도를 제공한다. 

   역시간 구조보정에서 영상화 단면은 송신원 파동장(source wavefield)과 수진기 파동

장(receiver wavefield)의 상호상관(cross-correlation)에 의해 얻어지는데, 이는 송신원 파

동장이 하향전파하는 파로 이루어져 있고 수진기 파동장이 상향으로 전파하는 파들로 이

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성립된다. 이를 모식도로 표현하면 Fig. 3-2-7로 나타낼 수 있다. 

양방향 파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원에서 전파된 파동장은 모델에서 송신원을 가

정하고 모델링을 수행하여 계산되는 결과이며, 수진기 파동장은 수진기에서 기록된 파를 

모델링을 통해 모델영역으로 역시간으로 전파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다. 실제 구조

보정 영상은 여러 개의 송신원과 수신기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므로 회절점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영상 신호들이 송신원과 수신기 조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 영상 신호

들이 중첩되면 실제 회절점에서만 에너지가 집중되어 구조보정 영상이 완성된다. 역시간 

구조보정 기법은 탄성파 파동방정식을 수치 계산방법으로 풀어내는 모형반응 계산을 다

수의 음원과 기록위치에서 수행하므로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에 따라 보통 클러스

트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렬 처리한다.

   Fig. 3-2-8는 2D 탄성파자료에 대해 키로히호프 구조보정과 역시간구조보정을 비교한 

그림으로 키로히호프에서 보여지는 회절잡음들이 역시간구조보정에서 거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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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The schematic diagram for the concept of reverse time migration (From web, 

http://www.acceleware.com/technical-papers).

Fig. 3-2-8. The final seismic sections from Kirchhoff migration (left) and reverse time migration 

(right) (From Web, http://www.pdgm.com).

2.2 고해상 자료처리기술

   양질의 탄성파단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해상도(resolution)이다. 해상도

가 낮은 경우 얇게 존재하는 지층의 상부와 하부의 경계면이 잘 분리되지 않고, 층의 존

재를 구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신호의 해상도를 높이려면 고주파 뿐만 

아니라 저주파를 포함한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잡음까지 포함된 현

장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고주파에 대한 성분을 직접적으로 산출해내기 

어렵다. 최근 충분한 저주파와 고주파를 포함하는 광대역 주파수(broad band)를 얻기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해상 3-D탄성파자료에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주파수확장 기술로 Wav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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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ing 기술과 브로드밴드 처리기술이 있으며, 이 두 기술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2.1. Wavelet Shaping 기술

   디컨볼루션(deconvolution)은 주파수 스펙트럼의 대역폭을 증가시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디컨볼루션 기술을 이용한 

스펙트럼 대역폭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대표적으로 regularized 

deconvolution, Q-compensation, spectral whitening, loop reconvolution 등이 있다. 그러나 

위너 필터(wiener filtering)를 이용한 디컨볼루션은 대역폭을 넓혀주기는 하지만, 상대적

으로 저주파보다 고주파를 산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파원에 따라 주파수

가 특정 범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파원의 스펙트럼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수치학적

으로 안정되지 않는 취약점이 있다. 자기상관에 기반한 AR (autoregressive) 방법은 디컨

볼루션이 적용된 탄성파 결과에 안정적으로 주파수 대역폭을 넓혀주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Karsli, 2011).

   AR은 획득된 자료들( )로부터 자료가 손실()되거나 외삽값()을 구할 때 사용하

는 기법이다. 

          
 



                                               (3-2-4)

자기상관(autocorrelation)에 기반을 둔 이 기법은 자기회귀의 공정 횟수()에 따라 민감하

게 반응하기 때문에 적절한 값의 선택이 요구된다. 기존자료( )로부터 예측에 관여

되는 가중치()는 주로 Burg’s algorithm이 사용된다. 

   실제 탄성파자료에 적용하는 과정은 1) 디컨볼루션된 탄성파 자료에 푸리에변환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산출한다. 2)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신

호/잡음 비가 높은 대역을 선별한다. 3) Burg’s algorithm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고른 주

파수 스펙트럼을 얻는다. 4) 푸리에 역변환을 사용하여 해상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한다 

(Fig. 3-2-9). 이 기법은 얇은 층이 존재하여 오버랩(overlap)이 일어나거나, 파원의 주파

수 스펙트럼이 불안정한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Karsl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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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a) The trace after deconvolution (upper) and its amplitude spectrum (lower), (b) trace 

after autoregressive spectral extrapolation (upper) and its amplitude spectrums (lower) (after 

Karsli, 2011).

Broadband 처리 기술

   Broadband 처리 기술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주파수 영역을 갖게 하는 처리 

기술이다. 해양 탄성파 자료는 바다의 상태에 상관없이 안정된 값을 얻기 위해 음원과 

수진기를 5-10 m 정도의 깊이에서 예인한다. 이 때 음원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직접 아

래로 향하는 신호와 위로 전파해서 수층에서 반사되어 아래로 향하는 신호가 시간차이를 

두고 생성되기 때문에 ghost 현상이 발생하며, 이 ghost 효과는 수진기쪽에서도 발생하

며, 워낙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탄성파탐사에서는 ghost 현상이 합쳐진 신

호를 source 로 가정해 처리한다. 최근 다중채널 탐사에서 스트리머의 깊이를 인위적으

로 조작하여 수층 고스트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탐사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

법은 궁극적으로 고스트로 인해 생겨나는 주파수영역 notch 현상을 제거하고 주파수를 

평탄히 만들기 때문에 “브로드밴드” 탐사기법이라고 부르며, 이 때 사용되는 탄성파자

료 처리기술을 브로드밴드 처리기술이라고 부른다. 최근 이 브로드밴드처리 기술을 음원

과 수진기의 깊이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일반적인 탄성파자료에도 적용시켜 주파수영역

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3-D 고해상탄성파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Fig. 3-2-10는 브로드밴드 처리전과 후의 구조보정 자료를 보여주는데, 브랜드밴드처리에 

의해 지하구조가 훨신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Zhang et al., 2013).

2.3 탄성파 자료의 DB 현황

   Seismic 자료는 일반 해양물리나 해양지질 과학조사 자료와는 달리 자료의 양이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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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료의 성질도 차이가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탄성파 자료는 DB란 용어 대신 라이브러리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탄성파 자료의 DB화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탄성파자료의 DB화는 상

업적인 목적의 라이브러리 회사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대표적인 회사는 

“Spectrum”과 Seacher Seismic“이며 이들 회사는 소위 양질의 다양한 탄성파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탄성파자료를 라이브러리에 넣고 있다.

  Fig. 3-2-11는 현재 “Seacher Seismic”이 보유하고 있는 호주지역의 2D 및 3-D 탄성

파 자료라이브러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10. Comparison of conventional (left) and BroadSeis data stacks (right) (Zhang et al., 

2013).

Fig. 3-2-11. Searcher Seismic library: 2-D/3-D seismic data offshor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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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trum은 2013년에 노르웨이 대륙붕지역에 대한 막대한 양의 탄성파자료에 대해 

DB 라이브러리인 “Seamless Seismic“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Fig. 3-2-12). 이 

‘Seamless Seismic”에는 125,000 제곱킬로미터의 3-D탄성파 큐브자료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Barents 해에서 얻어진 80,000 km 이상의 2-D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지난 30년동안 얻어진 자료들을 세밀한 Q/C를 거쳐 정리되었다. 이 ”Seamless 

Seismic“ 에는 앞으로 북해지역 60,000 제곱킬로미터, 노르웨이 중부 50,000 제곱킬로미

터, 그리고 Barents해 17,000 제곱킬로미터의 탄성파자료가 포함될 계획에 있다.

Fig. 3-2-12. “Seamless Seimic” library: 2-D/3-D seismic data offshore Norway.

  3-D 탄성파자료의 데이타베이스화는 다른 과학적 자료와는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며, 

원시자료및 최종결과 파일인 3-D 탄성파 큐브 및 속도 큐브 자료는 아카이브 형태로 라

이브러리화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날짜, 위치 등의 탐사 정보와 자료처리과

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데이타베이스화 하게 된다. 이 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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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원시 규모 위도 경도 위치

20 2016/09/19 20:33:58 4.5 35.74 N 129.18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Fig. 
3.1.1)

19 2016/09/12 20:34:22 4.3 35.75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

18 2016/09/12 20:32:54 5.8 35.76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

17 2016/09/12 19:44:32 5.1 35.77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

16 2016/07/05 20:33:03 5.0 35.51 N 129.99 E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15 2014/04/01 04:48:35 5.1 36.95 N 124.5 E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

14 2013/09/11 13:00:31 4.0 33.56 N 125.39 E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남동쪽 60km 해역

13 2013/05/18 07:02:24 4.9 37.68 N 124.63 E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

12 2013/04/21 08:21:27 4.9 35.16 N 124.56 E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

11 2011/06/17 16:38:33 4.0 37.89 N 124.81 E
인천 백령도 동남동쪽 13km 해역 (Fig. 
3.1.2)

10 2009/05/02 07:58:28 4.0 36.56 N 128.71 E 경북 안동시 서남서쪽 2km 지역

9 2008/05/31 21:59:30 4.2 33.50 N 125.69 E 제주 제주시 서쪽 78km 해역

8 2007/01/20 20:56:53 4.8 37.68 N 128.59 E 강원 평창군 북북동쪽 39km 지역

7 2005/06/29 23:18:05 4.0 34.50 N 129.05 E 경남 통영시 매물도 동남동쪽 46km 해역

6 2004/05/29 19:14:24 5.2 36.80 N 130.2 E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74km 해역

5 2003/06/09 10:14:04 4.0 36.00 N 123.6 E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서남서쪽 
186km 해역

4 2003/03/30 20:10:53 5.0 37.80 N 123.7 E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88km 해역

3 2003/03/23 05:38:41 4.9 35.00 N 124.6 E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서북서쪽 88km 해역

2 2002/08/10 21:47:35 4.0 35.10 N 123.4 E 전남 흑산도 서북서쪽 약 195km 해역

1 2001/11/24 16:10:32 4.1 36.70 N 129.9 E 경북 울진군 남동쪽 55km 해역

큐브자료의 해석결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별도의 과정을 거쳐 GIS와 연계되어 데이

타베이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 기술 응용분야

3.1. 해저기인 자연재해 및 지질음향분야

3.1.1. 해저단층의 분포와 특성 파악

   최근 한반도와 주변해역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Table 3-3-1, 

Figs. 3-3-1 and 3-3-2)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의 위치와 활동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는 지구조 운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대규모 단층 등의 구조가 존재한다. 한반도 남동부 해역은 리

프트된 대륙지각에서 울릉분지의 해양지각 간 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전이지대이므로 응

력이 집중되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3-3-3).   

Table 3-3-1. 2000년 이후 규모 4.0 이상 지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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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Location of M5.8 Kyongju earthquake.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gency, 

http://www.kma.go.kr) 

Fig. 3-3-2. Location of M4.9 earthquake offshore Baekryoung Islan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gency, 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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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Vs structure at 26 km depth from ambient noise tomography. The transition zone 

from rifted continental crust to back-arc oceanic crust is indicated by the yellowish green color. 

The red circle denotes the epicenter of the 2016. 7. M5.2 earthquake offshore Ulsan.

   육상 환경은 심한 개발로 인해 단층의 특성·분포·활동성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다. 

또한 육상에서 탄성파 탐사의 운용이 매우 어렵고 획득되는 자료의 해상도가 매우 떨어

지기 때문에 단층의 특성·분포·활동성을 정밀하게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에 해양환경에서는 퇴적층이 육상에 비해 잘 보존되고 해저 개발이 거의 없고, 탄성파 

탐사의 운용이 용이하며 획득되는 자료의 해상도가 높아서 단층의 특성·분포·활동성

을 규명하는데 육상 환경에 비해 적합한 환경이다.

   해저 단층의 분포와 구조 그리고 층서적 활동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다. 4기 단층 탐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D 탐사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Fig. 3-3-4). 하지만, 측선간의 간격이 존재하므로 측선과 측선간에서 단층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어느 측선에서 보이는 단층이 주변 측선으로 연결되는지를 결정하기 힘든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탐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파일에 대해 해석을 하

므로 해저단층에 의한 일관성이 있는 변위를 천부까지 인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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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 showing the structure of the offshore extension of the 

Yangsan fault. (From Kim et al., 2016)

   해저단층의 특성·분포·활동성 연구에서 2-D 탄성파 탐사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저단층의 특

성·분포·활동성을 매우 상세하게 규명할 수 있다. Fig. 3-3-5는 멕시코만에서 획득한 

3-D 탄성파 자료의 coherency volume내의 수평 time slice의 예이다. 이 예에서, 낮은 좁

은 띠들은 반사면의 수평 연결성을 disrupt하는 단층들을 지시하는데 단층이 연결된 분포

와 변화를 매우 정확히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층의 mapping은 구조 mapping의 

주 요소로서 이러한 3-D coherency를 이용하여 단층지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

다. Coherency 기술은 3-D 영상자료에서 단층들을 찾고 mapping 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

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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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Horizontal slice through 3-D coherency volume imaging faults. (From 

http://petrowiki.org)

3.1.2. 해저사면사태 분야

   해저사면사태는 지진·지구조, 해양환경(해수면, 수온 등) 변화,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

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어 해저기반 산업 시설물을 파괴하고 쓰나미를 발생시

켜서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해저기인 자연재해 중 중요한 요소이다

(Hampton et al., 1996; Locat and Lee, 2002; Camerlenghi et al., 2007; Fig. 3-3-6). 동해 

울릉분지 및 한국대지의 사면에는 제 4기(Quaternary)에 발생하였던 해저사면사태 흔적

과 관련 퇴적체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Lee et al., 1999, 2004, 2010, 2013; Fig. 

3-3-7). 해저사면사태 흔적과 관련 퇴적체의 입체적인 형태·분포 및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미끌림면(glide or slide plane)의 입체적인 형태·분포에 대한 특성은 해저

사면사태의 발생 요인, 동력학적(dynamic) 발달 양상, 발생 및 영향 지역 예측 등에 매우 

필수적이다(Hampton et al., 1996; Locat and Lee, 2002). 특히, 해저사면사태 흔적의 상부

사면 퇴적층에 분포하는 예상 미끌림면과 균열·단층 등에 대한 입체적인 형태·분포 및 

물리적 특성은 향후 해저사면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다

(Hampton et al., 1996; Camerlengh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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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Schematic diagram showing occurrence of submarine slope failures and their effects. 

From Camerlenghi et al. (2007).

Fig. 3-3-7. Distribution of slope failures, slides/slumps, debrites and turbidites in the Ulleung 

Basin. From Le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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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동해 제4기 해저사면사태 관련하여 천부~심부 2-D 탄성파 자료를 획득·활

용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특성들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얻고 상세한 지질학적 해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체적인 정보와 지질학적 해석을 얻기 위해서는 

중~천부 해저지층 대상의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을 활용한 자료획득·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상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한 단계 높은 연구 수행이 가능하며 해저

사면사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노르웨이 Storeggar Slide와 같은 주요 현생·4기 해저사면사태 분포지역에서 2000년

대 후반부터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해저사

면사태 퇴적체의 3차원 음향특성, 형태, 분포 등에 대한 아주 자세한 지질학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Crutchley, et al., 2012). 특히 고해상 3-D 탄성파 자료를 평면으로 잘

라서 보는 time slice면을 통해 2-D 탄성파 자료에서 규명하기 힘든 해저사면사태의 상세

한 평면 분포 및 형태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Crutchley, et al., 2012; Fig. 3-3-8). 

이를 통해 해저사면사태의 동력학적 발달 양상을 자세하게 규명하였다. 특히, 고해상 

3-D 탄성파 자료를 통해 해저사면사태 흔적의 상부사면 퇴적층에 분포하는 균열 및 단

층과 이를 통한 유체 흐름에 대해 3차원으로 형태, 분포 및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향후 해저사면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Plaza-Faverola et al., 2012; Fig. 3-3-9).

Fig. 3-3-8. (A) and (B) High-resolution seismic (P-cable system) images of mass-movement 

deposits caused by submarine slope failures and (C) Time-slice (1.76 sec) image of (A) and (B). 

From Crutchle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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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Vertical and horizontal (3-D) images from high-resolution seismic (P-cable system) 

showing faults and paths of fluid migration upslope of the slope-failure scar. From Plaza-Faverola 

et al. (2012)

3.1.3. 지질음향 분야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해저면의 지질특성을 파악하는 지질음향분야에서는 3차원적으

로 해저를 구현하는 기술이 넓게 적용되고 있다. 지질음향모델을 구축하게 되면 해저공

간을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해 공학적인 변수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음파의 

전달을 모델링함으로써 수중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해저면을 통

과하거나 해저면에서 반사하는 음파의 전파를 결정하는 변수들은 속도, 밀도, 그리고 감

쇠계수 등이 있으며 이중 전단파의 속도(Vs)는 해저면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결정하므로 

해저면의 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Fig. 3-3-10은 미국의 플로리다 대륙붕에서 해저면을 3차원으로 구현하여 음파가 전

파하는 과정을 모델링한 것이다 (Ballard, 2012). 이러한 음향의 전파 특성을 알게 되면 

해당 해역에 가장 적합한 음향탐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수중 이동 물체의 탐지

와 수중 통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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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Close-up of (a) slope topography and (b) modal phase speed for mode three with the 

ray trace overlaid. The ray highlighted by the thick line is in the center of the caustic that 

passes over the array location. (From Ballard, 2012)

   해저면의 강성도(stiffness)는 해저면에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탄성파특성상, 강성도는 Rayleigh-type 표면파의 분산을 분석하여 구한다. 이러

한 방법은 SWM (seismic surface wave method)로 불리우며 해저면 아래의 shear wave 

속도를 구하는데 이용된다. Park et al. (1999)는 다중채널 탐성파 자료로부터 표면파의 

분산특성을 이용하여 fundamental-mode Rayleigh wave를 구별하는 방법인 MASW를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제시하였는데 (Fig. 3-3-11) 최근에는 3차원으

로 얻는 탄성파자료로부터 공간적인 개념으로 shear wave 속도 등 해저면의 지질공학적 

변수들을 구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3.2. 해양 CO2 지중저장 안정성 평가 및 모니터링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

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 INDC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안을 유엔에 제

출하였다. 우리나라는 CCS를 통해 2030년부터 약 900~1000만 톤의 CO2를 감축하는 계획

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질 여건상 육상에서의 대규모 CO2 저장은 매우 어려운 상

황이기 때문에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CO2 저장을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CO2 저장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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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위해 동해 남서부 대륙붕 해저퇴적층이 최적의 장소를 선정되었다. 상기 실

증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상용화 CO2 저장 프로젝트가 확대될 예정이다.

Fig. 3-3-11. MASW method: dispersion panel with picks. (From Jin et al., 1990)

   대규모 해양 실증 및 상용화 CO2 저장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CO2 

누출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모니터링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 CO2를 저장하기 전에 CO2 

저장층 상부에 분포하는 해저퇴적층의 지질 위험요소(단층, 균열 등)의 특성과 분포를 매

우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CO2를 주입·저장한 이후에는 저장층 상부

로 CO2가 누출되어 해저면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지구물리, 지질, 지화학 지반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법이 활용되는데

(Fig. 3-3-12), 이들 중에서 탄성파를 활용한 기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된다(IEAGHG, 

2015). 2010년대 중반부터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CO2 저장층 상부에 분

포하는 해저퇴적층의 지질 위험요소(단층, 균열 등)의 특성과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파

악하는 연구가 대규모 CO2 저장이 가능한 대륙붕 퇴적층에서 시도되고 있고 향후 활발

하게 활용될 것으로 파악된다(Meckel and Trevino, 2014; Meckel and Mulcahy, 2016; Fig. 

3-3-13). 현재 동해 남서부 대륙붕의 해저퇴적층에 대규모 CO2 저장 실증 프로젝트가 계

획되어 있기 때문에 CO2 누출 안정성 평가 및 모니터링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

되는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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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Schemetic diagram showing various methods for the subsurface risk assessments and 

monitoring for CO2 storage.

Fig. 3-3-13. Time slice images showing occurrence of faults and sedimentary bodies from 

high-resolution 3-D seismic data. From Meckel and Mulcahy (2016).

3.3. 해저 자원 탐사·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 열수 광상 등)

   전통 에너지 자원인 석유와 가스는 주로 심부 해저퇴적층에 분포하고 있지만 중~천부 

해저퇴적층에도 미래 자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열수 광상 등이 분포하기도 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탄성파 자료에서 해저 퇴적층과 가스 하이드레

이트와의 물성 차이에 기인한 BSR (Bottom Simulating Reflector)의 존재와 분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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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Kvenvolden, 1993; Holbrook et al., 1996; Fig. 3-3-14). 기존에는 2-D 탄성파 

자료에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최근

에는 고해상 3-D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탄성파 속성(seismic attribute) 등 다양

한 특성에 대한 입체적인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매우 정밀

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Plaza-Faverola et al., 2011, 2012; Fig. 

3-3-15).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분야에서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은 향후 광범위하

게 기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동해 울릉분지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시험 생산을 위한 준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yu et 

al., 2009; Kim et al., 2010). 따라서 동해에서 다음 단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를 정

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해저 열수광상 연구에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이 활용된 적은 없지만 해

저퇴적층과 해저 열수광상 구성 물질과의 물성 차이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고

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을 해저 열수광상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해저 

열수광상의 정밀·입체적인 분포를 파악하는데 고해상 3-D 탄성파 자료는 매우 중요하

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과 인도양에 해저 열수광상 광구권을 보유하고 있

어서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하고 시스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이다.

Fig. 3-3-14. A seismic profile showing BSR (bottom simulating reflector). From Liu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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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Vertical and horizontal 3-D seismic images of BSR and its related fluid migration. 

From a case study by Geometrics (2016).

3.4. 해저 퇴적층 기초 연구

   해저 퇴적층의 탄성파 자료를 통해 퇴적 층서면(sequence boundary), 퇴적체 구분과 

내부·외부 형태, 등 다양한 특성과 분포 정보를 파악하여 퇴적층 형성 기작, 퇴적환

경·지구환경 변화 및 복원, 지구조 등에 관한 기초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Yoon et al., 

2003, 2014). 고해상 3-D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면 퇴적 층서면(sequence boundary), 퇴적

체 구분과 내부·외부 형태, 등 다양한 특성과 분포 정보를 정밀하게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양질의 기초 분야 연구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Meckel and Mulcah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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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3-3-16 and 3-3-17). 앞에서 언급한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연

구 분야에 있어서 퇴적 층서면(sequence boundary), 퇴적체 구분과 내부·외부 형태, 등 

다양한 특성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해양영토 경계획정 및 관리 관점에서 수행된 기초적인 해양지질/지구물리 연구는 2-D 탄

성파 자료만을 활용하였고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을 활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향후 

다음 단계의 우리나라 주변해역 기초 해양지질/지구물리 연구를 위해서는 고해상 3-D 탄

성파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Fig. 3-3-16. High-resolution sedimentary characters and their interpretation based on 

high-resolution 3-D (vertical and horizontal) seismic profiles. From Meckel and Mulcahy (2016).

3.5 탄성파 해양학 (Seismic Oceanography)

   Seismic oceanography(SO)는 탐사지진학(혹은 탄성파탐사)과 해양물리학을 융합한 새

로운 분야로서 해저면 아래 석유 부존구조를 탐사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지하의 지질구

조를 영상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해양 다중채널 탄성파(MCS) 반사법 탐사를 해양의 

미세한 열염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응용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MCS 탐사에서는 

해저면 아래의 지질만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그 위 바닷물에서 반사된 신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와이오밍대학의 Holbrook et al. (2003)은 MCS탐사법으

로 얻은 자료로부터 바닷물 내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영상화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해양과학분야를 제시하였다(Fig. 3-3-18). 바닷물의 온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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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음향임피던스를 변화시키므로 탄성파 단면에서 영상화된 반사면은 바닷물의 열구

조를 나타내며 반사된 탄성파를 이용하여 바닷물의 구조를 매우 정밀하게 영상화할 수 

있다(Fig. 3-3-19). 일반적으로 탄성파 단면에서 신호를 그리는 수평범위는 10 m 이내 이

며 탄성파의 파장과 자료처리 기술을 고려하면 수 백 km 측선을 따라 수평 및 수직 방

향으로 바닷물을 10 m 이내의 간격으로 관측하는 셈이 되므로 그 분해능은 제한된 수의 

정점에서 수행되는 기계적 관측결과에 비해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Fig. 3-3-17. High-resolution distribution of one sedimentary body (yellow dotted line) using 

high-resolution 3-D seismic profiles. From a case study by Geometrics (2016).

Fig. 3-3-18. A seismic profile showing Atlantic water mass and Norway deep-water mass (NSDW) 

in the northern Atlantic Ocean. From Holbrook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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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Visualization of temperature (a) and salinity (b) of Mediterranean -originated water 

mass in mid-Atlantic Ocean using seismic data. From Pepenberg et al., (2010)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도 한반도 및 주변해역에

서의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및 주변해역에서의 기후변화를 규

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 및 태평양 해역의 해수 수괴 및 순환 특성을 이해해

야만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 서해, 그리고 남해도 바닷물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

다. 쿠로시오 해류는 대서양의 멕시코만류 다음으로 규모가 큰 난류로서 제주도  쪽에서 

동서로 갈라지는데 오른쪽 가지는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그리고 왼쪽 가지는 서해로 

들어간다. 따라서 동해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난류와 한류가 섞여 해수면 온도 

변화가 매우 뚜렷이 나타나고(Fig. 3-3-20) 심층수의 형성과 순환, 용승, 그리고 소용돌이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은 해양과학분야에서 중요한 대상이다. 더욱이 동해는 대

양에 비해 해수의 순환주기가 훨씬 빠르므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닷물의 온도 상승 등 

해양환경의 변화가 증폭되어 그 바닷물의 움직임은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된다. 기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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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관련된 해양관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동

해 등 주변 해역를 대상으로 SO 를 수행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은 최근 건조된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서부 태평양에서 대양연구를 기획

하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수 수괴 특성 및 순환 변화 양상에 연구내용이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 서부 태평양에서 난류-한류가 만나는 경계역과 같은 중요한 해역에

서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순환류의 거시~미시적인 특성 및 변화 

양상을 정밀하게 영상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양 물리,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연구 분

야에 중요한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Fig. 3-3-20. Sea surface temperature of the East Sea (From www7320.nrlssc.navy.mil/ 

global_ncom/ glb8_3b/ html/ so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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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의 범위 연구개발 방법 및 내용
달성도

(%)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기획

• 중천부 해저지층에 대한 고해상(해상도) 탐사

목적의 시스템 제안

  - 음원, 수진기, 레이아웃시스템 등

• 현장실시간 운용시스템 필수요소 제안

  - 실시간 CDP binning 모니터링

  - 자료의 품질관리시스템

100

탄성파자료의 3차원 

정밀 입체 정보화를 

위한 고해상 자료처

리 기술개발 기획

• 탄성파자료 3-D 큐브제작을 위한 고해상 처

리기술 분석

• 탄성파 역산을 통한 심층 분석기술 분석

100

본 기술 응용분야에 

대한 효율적 적용방

안 연구기획

• 해저기인 자연재해 예측 및 해양방위를 위한 

지음향모델링

• CO2 저장지 등 공공시설의 안정성 확보방안

• 해저퇴적특성 및 해수 수괴 특성분석 등 기초

과학적 응용

100

2. 대외 기여도

   최근 지진의 발생과 연관된 단층탐사의 필요성 등 해저 지하구조에 정밀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해상 3-D 탄성파탐사를 통해 얻어지는 3차원 탄성파 큐브자료

는 기존의 2-D자료보다 월등히 정밀한 정보를 준다. 이 연구에서는 해저공간에 대한 입

체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시스템 구축 및 고해상 자료처리

에 관해 필요한 요소기술 및 그 활용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기획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천부 고해상 3-D 지하구조의 탐사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로 유익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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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중~천부 해저공간 지하구조의 정밀 특성정보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구현하는 고해상 

3-D 탐사기술은 최근 국가·사회적 현안문제인 해저기인 자연재해 특성이해와 예측(해저 

단층·지진, 해저사면사태 등), 해양방위(지음향, 대함·대잠 추적 등), 미래 해저자원 개

발(가스수화물, 해저열수광상 등), 해저공간(해저시설물 포함) 활용·관리(해양 CO2 지중

저장 등) 분야, 그리고 기초 연구 분야인 해양퇴적층 진화·지구조 및 탄성파 해양학 연

구 등 해양·지구 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기술은 중·장기 대형 국가 R&D 사업화 및 해양과기원 기초

분야 연구과제로 사업화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 기술 및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2.5-5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

석되어 사업화에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록 참조). 이에 

따라 본 기술은 아래와 같은 연구과제의 사업화에 활용될 것이다.

 - 한반도 주변 해역 해저기인 지질재해 요소의 정밀 분포와 특성 구명 및 발

생 예측 기반 연구

 - 해양 지중 CO2 저장지의 장기 정밀 지층 모니터링 연구

 - 태평양 및 인도양에서의 해저 열수광상 탐사·개발 연구

 - 이사부호 활용 대양 연구 : Seismic Oceanography 관측 기술 구축을 통한 

중요 해역에서의 해수순환 구조 3-D 영상화 및 중·장기 기후 변화 연구

 - 한반도 주변 해역 3-D 지음향 특성 규명 및 모델링 연구

 - 한반도 주변 해저 퇴적층 진화 및 지구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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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책·기술적 타당성

1. 정책적 타당성

1.1 정책적 타당성 검토 개요

  정부 R&D사업 혹은 공공부분(출연연 고유사업 등) 연구개발 과제의 정책적 타당

성 검토의 목적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 및 세부 

기술단위의 범부처 혹은 부처별 추진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서 공공투자에 대

한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특히 각 정부부처는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분야 공공투자시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 부처별 연구개발 로드맵 등에 제시된 과제를 중심으

로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으로 기획단계에서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는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현행 관련 국가정책과의 부합

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술개발의 추진방향 혹은 성과물의 연계 등을 재검토함으로서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기획연구의 주요 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획연구는 ˈ해저영토(해저공간)의 정밀 입체 정보화를 위한 고해상도 3-D 

기술개발ˈ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술과 관련한 정책적 이슈를 해양

과학기술분야 기초원천기술의 확보, 해양영토주권 강화 등 해양공간 관리, 해양기인 

자연재해의 대응, 해양자원 탐사 및 관리 지원 등으로 설정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2 국가상위계획과 추진기술간의 정책 연계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

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

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은 ˈ03년 제1차 기본계획(ˈ03~ˈ07)이 수립된 이후 577계획으로 

알려진 제2차 기본계획(ˈ08~ˈ12),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수렴한 제3차 기본계

획(ˈ12~ˈ17)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은 각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작성되고 있으나 1~3차 기본계획까지 과학기술의 역량강화,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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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등을 중심으로한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전략을 제

시한 바 있으며, ①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②국가전략기술개발, ③신산

업 창출 지원, ④신산업 창출 지원, ⑤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번 기획연구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은 ②국가전략기술개발 전략분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제에 해양‧수산의 미래산업화,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활용,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과제에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등으로 분석

되었으며, 상대적인 연계성은 떨어지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등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 해양‧수산 미래산업화: 해양경제영토 개척을 통한 미래 해양자원 확보

  -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활용: 대체 자원의 탐사 및 지속가능 에너지원 확보 

  -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자연재해 모니터링 및 예측‧대응

[그림 1]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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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국가전략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확보 및 범

부처 연계를 위해 ˈ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안, ˈ14년)ˈ이 수립된바 있으며, 동 

로드맵에서는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5대 분야 30개 기술로 

분류하고 보다 효과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5대 분야는 ①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②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분야, 

③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분야, ④건강장수시대 구현 분야, ⑤걱정없는 안전사

회 구축 분야이며, 각 전략별 세부과제를 검토해 볼 때 본 기획연구의 주제외 가장 

밀전한 부분은 ˈ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분야ˈ 중 자연재해 모니터링‧예측‧대응 분야

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핵심 및 요소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 (핵심기술) 복합 자연재해 현상 관측‧분석 및 공유 등 4대 기술

  - (요소기술) 자연재해 관측망 고도화 기술 등 12대 기술

[표 1] 자연재해 모니터링‧예측‧대응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내용

핵심기술 요소기술

복합 자연재해 현상 

관측‧분석 및 공유

▪자연재해 관측망 고도화 기술

▪자연재해 정보수집 및 분석체계 고도화 기술

▪자연재해 정보 전달 및 공유방법 체계화 기술

지역 및 글로벌

확대가능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평가

▪자연재해 예측 향상기술

▪자연재해 발생 기작 파악 및 대응 방안 도출 기술

▪자연재해 피해평가 및 시나리오 적용 기술

미래 대응형

자연재해

경보‧대응 정보시스템

▪조기경보 적용 기술

▪조기‧신속 대응 향상 기술

▪조기대응 연계 정보 실용화 기술

복합 자여재해 통합정보

공유시스템

▪재해정보 표준화 기술

▪정보통합 및 분석기술

▪통합정보 전파 및 공유 기술

1.3 해양수산부문 계획과 추진기술간의 정책 연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

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을 최상위 계획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 하위

에 해양수산R&D 중장기계획(ˈ14년)과 소관 기술 혹은 사업별 실행전략 등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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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ˈ11~ˈ20)은 해양수산분야 국가 종합계획이며 법정계획

으로 ˈ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ˈ을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 ①지속가능

한 해양환경의 관리 및 보전, ②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③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3대 목표를 지원하는 5대 추진전략의 26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번 기획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 분야는 ˈ해양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

보ˈ 전략으로 3개의 중점과제 ①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 능력강화, 

②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③남북한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기

반 조성 등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계획의 체계

  해양수산R&D 중장기계획은 앞서 언급한 국가상위계획 및 부처상위계획의 정책 

방향을 수렴하여 작성되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투자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검토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을 가

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계획은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 및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목표 기간이 혼재

되어 있는 상태이나 ˈ05년 수립된 MT 로드맵과 ˈ11년 2020 MT 로드맵은 모두 ˈ14년 

수립된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으로 수렴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각각의 계획에서 제시된 최우선 추진과제를 이번 기획에서 제시된 추진기술과의 

연계 관점에서 보면 국가관할해역 내에서의 관측 역량강화를 통한 해양영토주권 강

화, 연안재해의 대응, 해저자원 탐사 및 개발 등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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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ˈ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후 산업부처로서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신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주도의 지원

이 필수적인 공공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획연구에서의 제시된 추진기술을 포함한 

과 ˈ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역량 강화ˈ 분야에서는 관할해역 지질‧지체구조 등에 대한 

정밀 측량 등을 통한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고 확보된 정보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 해양수산 R&D 계획에서 제시된 최우선 추진과제 목록

구분 최우선 추진과제

MT 로드맵(‘05)

1. U-기반 해양물류 스마트 시스템 개발
2. 천해역 해상산업기지 조성기술
3. 해상풍력․파력에너지 복합이용 실용화 기술개발
4. 해양생물 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품종 개발
5. 해양기인 자연재해 예측 및 대응시스템기술
6. 해양생태계 U-기반 통합 관리기술
7. 생태친화 적조제어 및 발생예측 기술

2020 MT 로드맵(‘11)

1.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기술
2 해수용존물질의 산업소재화 생산기술
3. 해양생물유래 산업신소재 기술 
4. 탄소배출 저감 녹색선박 기술
5. 연안재해관리기술
6. 전지구적 통합 해양기후관측 및 예측모델링 기술
7. 해양 종합관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
8.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 기술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14)

1. 해양 예측·예보 시스템 구축 기술
2. 국가해양영토 광역감시망 구축･활용
3. 극한환경 융복합 플랜트･장비 기술
4. 해저자원 탐사 및 개발 기술
5. 수중로봇 개발 및 시스템 기술
6.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
7. 초대형 해양 구조물 구축･활용
8. U기반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기술
9. 해양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10. 친환경 고부가 양식기술
11. 수산물 안전 및 유통 선진화 기술
12.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
13. 선박평형수 관리기술
14. 유류·HNS 해양유출사고 대응 기술
15. 적조·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 관리 
16.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17. 연안재해 관리기술
18. e-Navigation 기술
19. 유무인 도서관리 및 활용기술
20. 해양 헬스케어 기반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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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기술의 정책 부합성

  앞서 국가상위계획 및 해양수산부문 계획과의 정책연계성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기획연구에서 제시된 ˈ해저영토(해저공간) 정밀 입체 정보화를 위한 고해

상 3-D 탐사기술ˈ은 해양영토의 효율적인 관리, 해양기인 자연재해의 대응, 해양자

원 탐사 등의 핵심적인 요소기술로서 관련 정책방향과 명확히 연계되어 있다. 

  특히 해양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관할해역내 해양과학적 정보의 확보‧축적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투자해야할 핵심적인 공공기반 기술임과 동시에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기술분야로서 연구개발의 추진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기술적 타당성

2.1 기술적 타당성 검토 개요

  기술적 타당성분석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기술개발 

추진계획 및 달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개발 기술의 경쟁력 및 성공가능성, 기술수명 

주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본 기획연구에서는 이미 국내외 기술동향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

하고 요소기술의 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 R&D 사업으로서의 예산 

투자 효율성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특히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최근의 정부 R&D 추진 정책이 관련 부처간 협

업 및 유사중복과제의 배제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

존 R&D 추진 기술과의 중복성 회피전략은 신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정책적 타당성

과 더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제시된 중점기

술과 관련된 과제 혹은 사업의 추진 여부와 해양수산 R&D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유사과제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유사중복과제의 검토시 대분류 혹은 중분류 기술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한 세

부 기술단위까지를 검토하여 기존 탐사기술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안기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2 기술적 타당성 검토

  NTIS를 통해 ˈ10년~ˈ16년까지 추진된 정부 R&D 사업중 탄성파탐사 관련 과제(주

관연구과제)를 검색해본 결과 총 5건의 과제가 검색되었으며(개념정립 단계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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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과제 및 해양수산R&D 과제 제외), 이번 기획연구에서 제시된 고해상 3D 

탄성파탐사와 관련한 과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

는 ˈ엔지니어링 규모 해저 탄성파탐사 3D 시스템 개발ˈ로 분석되었다. 해당 과제는 

앞선 국내 연구현황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목적의 소규모 3D 탄성파 

획득 시스템개발에 국한되어 있어 본 기획에서 목적으로 하는 보다 넓은 면적에 걸

친 고해상 3D 탐사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NTIS 검색(ˈ10~ˈ16년)을 통한 관련 과제 추진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백만원)

미래창조

과학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관고유

엔지니어링 규모 해저 탄성파탐사 

3D 시스템 개발

지자연

(ˈ14~ˈ16)
711

고성능 석유해저 탄성파탐사 자료

처리 및 다성분 탐사기술 개발

지자연

(ˈ15~ˈ17)
3,176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탄성파 및 전기전자탐사를 이용한 

거동 및 누출 모니터링 

서울대

(ˈ12~ˈ20)
67

기상청 지진기술개발사업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한반

도 연안의 신기 지진활동 분석 

KIOST

(ˈ12~ˈ15)
105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차원 대용량 탄성파자료처리를 위

한 공통반사표면법 기반의 지하구

조분석용 소프트웨어 개발 

에프에스

(ˈ14~ˈ16)
200

* 연구비는 사업별 연도별 투입예산 산출의 어려움으로 특정시기(1년) 예산을 표기

  한편 해양수산R&D 사업에서는 ˈ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ˈ을 통해 해양

영토의 효율적 관리 및 한반도 주변해역 과학조사 능력 확보를 위한 세부 과제가 

추진 중에 있으며, 해저지형에 대한 탄성파 탐사 등의 연구를 포함하는 과제는 ˈ관
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ˈ로 11년도부터 진행되어 현재 2단계(ˈ16~ˈ20년) 사업

이 추진되고 있다.

  동 과제는 1단계 총 22,000백만원 2단계 총 27,000백만원의 예산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국(일‧중 등)과의 최적/최대 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한 관할해역내의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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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및 해저자원을 탐색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과제

에서는 심부탐사용 3차원탐사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기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해상‧고화질 3차원 해저공간 입체정보 획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기획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기존 저비용‧저해상 2차원적 공간 정보확보 

혹은 심부탐사에 한정된 탐사영역을 중‧천부퇴적층은 물론 인간 활동이 활발한 연

안역으로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해저기인 지질재해요소(해저지진, 해

저단층, 해저면 사태 등)의 분포와 특성 규명을 통한 재해 대응, 해저 열수광상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자원의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 해수수괴 및 순환 특성 

규명 등 다양한 활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은 기 추진되고 있는 타부처 및 해양수산R&D사업과의 유사중복

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탐사기술을 대처할 새로운 기술로서 확보될 고해

상 3-D 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가치 확대는 물론 국가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수산R&D 사업 측면에서도 해당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연구사업

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온 지구조 및 심해저광물탐사 사업, 이산

화탄소지중저장(CCS)과 더불어 최근에는 인도양 해양열수지역에 대한 탐사 및 환경

이해와 관련된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활용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표 4] 기획연구 대상기술과 활용‧연계 가능한 해양수산R&D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연구비

(백만원)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북극해 해저자원환경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 ˈ16~ˈ20 25,000

인도양 중앙 해령대 심해열수공 생명시스템 이해 ˈ17~ˈ21 17,000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동해 심층해수 및 물질 순환 기작 규명 ˈ16~ˈ22 16,500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 ˈ16~ˈ20 27,000

미래해양기술개발사업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및 심해저 개발역량 확충연구 ˈ16~ˈ20 11,700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ˈ99~ˈ18 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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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적 타당성

1. 편익 추정

1.1 편익 추정 방법론

  편익 추정의 단위는 개별 사업이고 평가 대상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업 전후(before and after)가 아닌 시행 유무(with or 

without) 비교를 통하여 사회 후생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사전적으로 편익(benefit)이란 (+)의 사업효과를 의미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 결과물을 의미한다.

  미시경제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증

가분 또는 생산자 잉여 증가분 등으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지식, 민간의 수익, 파급효과 등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파급(spillovers)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면, 지식파급, 시장파급, 네트워크 

파급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표 5] 연구개발활동 파급 분류와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구분 정의 및 특성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지식 파급

(knowledge

spillovers)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역설계, 발간, 특허공개, 연구자 이동 

등을 통해 발생

▪일부 계측 가능

▪화폐환산 불가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시장 파급

(Market

spillovers)

▪시장 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

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

▪추가기능의 구비, 가격의 인하, 저렴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

▪계측 가능

▪화폐환산 가능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편익 분석에 

반영

네트워크 파급

(Networ

 spillovers)

▪관련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

을 가능케 함

▪각각 기술들의 개발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개별 주체별로 투자를 망설임

▪계측 불가

▪화폐환산 불가

▪경제적 타당성에서 미반영

▪정책적 타당성의 특수평가항목

에서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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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파급은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시장파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네트

워크 파급은 관련 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하는 효과는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에 한정된다.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은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하여 산출하게 된다. 

  연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재정사업이자 비정형 사업에 해당, 파급효과에 대한 정

확한 식별이 필요하며, 이에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는, 기술적 불확실성

이 높고 가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OECD(2007)1)은 다음과 

같이 편익 추정의 어려움을 진단한바 있다.

Product ➜
○ Casuality and Sector Specificity

○ Multiple Benefits

○ Identification of Users

○ Interdisciplinary Outputs

➜
○ 투자와 성과 간 직접적 인과관계 불투명

○ 다양한 분야로의 편익발생(예. 기초과학)

○ 편익을 누리는 대상 확정의 어려움

○ 인력양성, 특허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익 발생

Process ➜
○ Complex Transfer Mechanisms

○ International Spillovers

○ Time Lags
➜

○ 파급효과 전달경로의 다양성

○ 국제적인 파급효과

○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편익 추계의 곤란

Valuation ➜ ○ Lack of Appropriate Indicators

○ Monetary Valuation ➜ ○ 편익추정 지표의 산정 어려움

○ 경제적 가치로의 환산이 곤란

[그림 3] 연구개발 편익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

  KISTEP(2011)2)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바 있으며 (+)의 가치 증가와 (-)의 가치 감소라는 관점에서, 가치창출 증대, 

기술거래, 생산비용 저감, 피해비용 저감 등을 연구개발사업의 편익항목으로 제안 

논문 및 특허 등은 비용효과 분석 등에서 반영하는 지표로 규정하였으며, 국민경제

적 파급효과 역시, 비용편익분석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OECD(2007), 『Acc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Framework Programme』, OECD 
DSTI Report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1판)』, 연구보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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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시

편익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시

편익 미 반영

정(+)의

가치

증가

▪가치창출·증대

  - 신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량 증가

  - 신기술 개발로 인한 가치창출

▪기술거래

  - 기술이전에 의한 로열티 수입

▪과학기술 지식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자의 교육훈련

▪지역개발효과

▪지역산업구조 개편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수입 유발효과

▪수출 유발효과

▪소득 분배효과

▪취업 유발효과

부(-)의

가치

감소

▪생산비용저감

  - 생산투입 자원 및 시간의 저감

  - 연구기간, 출장횟수 등의 연구 

    수행 비용저감

  - 물류비용저감

▪피해비용저감

  - 재난·재해·사고로 인한 피해 감소

▪질병비용저감‡

▪환경비용저감‡

† 논문이나 특허는 비용효과 분석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질병비용저감과 환경비용저감은 사업이 기여한 부분만의 산출과 이중계산 배제에 제약이 

있을 경우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비용효과 분석으로 수행 가능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무에 다라 각각에 

대한 분석을 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선 분석이 시급

하다. 첫째로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 둘째는 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 셋째는 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 수준을 적절

히 결정, 넷째는 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

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준선 분석은 현재 상태 및 미래에 대한 예측분석이므로 확보가 어

려운 사항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에 

적용된 가정의 목록을 제시하고 값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준선 분석결과의 재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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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야 하고 적용된 가정과 더불어 경쟁기술의 발전 추이, 해당 기술의 요소 중 

불확실한 부분 등과 같이 논의를 통해 제외되는 가정도 있게 되는데 제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는 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로 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하며 마지막으로는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가정들을 준용해야 한다. 

[표 7]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준선 분석시 준수해야할 사항

준수 사항 설 명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
의 상태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
게 제시할 것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화와 해결되는
정도의 정량적인 제시, 현재의 상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대한 사항,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체
들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사업 시행과 미시행 경우의 비교분석
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변수들의 식별은 결
과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필요

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적절히 결정할 것

기준선에 대한 분석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연결시키
는 모형을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
에 대한 적절한 가정 도입으로 진행됨. 즉, 자료의 수준, 모형
의 수준, 가정의 수준 등이 기준선 분석 결과의 수준을 결정하
게 되므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함

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기준선 분석은 현재 상태 및 미래에 대한 예측분석이므로 확
보가 어려운 사항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됨.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에 적용된 가정의 목록을 제시하
고 값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준선 분석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해
야 함. 적용된 가정과 더불어 경쟁기술의 발전 추이, 해당 기
술의 요소 중 불확실한 부분 등과 같이 논의를 통해 제외되는
가정도 있게 되는데 제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

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
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
적으로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선 분석의 시점은 사업 착수 시점이며 종
료시점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기간과 동일함. 종료시점의 설
정은 사업 추진을 통한 효과 발생의 지연 및 지속과 관련된
사항임

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
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할 것

불확실한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함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
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가정들을 적용할 것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경우, 비
용효과 분석에서 다수의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준
선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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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우, 생산자 잉여의 창출분이나 증가

분의 개념으로 편익 추정이 가능하며, 시장에 반영되는 수요의 변화, 가격의 변화, 

혁신을 이용하여 생산자가 획득하는 기술 또는 제품 단위당 이익을 반영한다. 

2. 편익 추정 결과

2.1 편익 추정 구도

  편익항목은 연구사업의 개요 중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식별 가능

한 편익항목을 도출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편익항목을 도출하면,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편익, 자원탐사비용 절감편익 

등을 도출할 수 있다.

2.1.1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 검토

  지질정보의 확보 및 공급은 자원개발정책과 지역개발계호기의 의사결정, 지하자

원탐사, 폐기물간리, 환경영향평가 및 연구, 교육, 관광, 국방 등의 부분에서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다.  

  해저지질 대한 정보는 국가 연안 지역 개발이나 잠수함 활동 영역 선정등과 같은 

건설, 산업 및 국방 정책 수립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 없이는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계획이 어렵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가져와 막대한 경

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해저면과 지질구조 정보부재로 인해 선박좌초, 해저광케이블 훼손과 같은 

재해 위험이 존재하며, 그리고 천부 가스층 분포지역에서는 어로행위나 구조물 설

치 등 인위적인 해저면 변화에 따른 가스 폭발의 위험이 존재한다.

  즉, 본 연구와 같이 해저지질에 대한 연구는 국가 정책 수립에 이용하는 것 이외

에 재해방지 연구를 통하여 국민 복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해저지질 

탐사를 통하여 한반도 주변에 해저 지질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국가 연안지역 개발 및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서

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질재해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

한다.

2.1.2 온실가스저감 편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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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탐사기술을 활용하여 해저지질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소 확보를 통한 가치창출(탄

소배출권 확보)이 가능함으로 CO2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후 확보되는 탄소

배출권을, 탄소배출권이 부족한 기관에 매매가능한 편익을 의미한다.

2.1.3 자원탐사 비용절감 편익 검토

  자원개발은 탐사, 개발, 생산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중 해저지반구조의 

정확도를 높여 자원개발시 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한다. 

[표 7] 편익 항목 개요

편익 항목 내용 반영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

지질 정보 구축 및 해저 지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및 

재해 위험감소

반영

온실가스저감 편익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저감 미반영

자원탐사비용 절감 편익
자원 탐사 정확성 증대 및 시추 회수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미반영

  편익 항목 중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을 제외한 나머지 편

익은 현재 수준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며, 온실가스저감 편익은 현재 수준에서 이산

화탄소 포집의 증대분을 정략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하

자원 탐사, 관리 등의 항목가 중복될 소지가 크다.

  이와 함께 자원탐사비용 절감편익은 지질정보 구축 편익이 포함하고 있는 지하자

원 탐사, 폐기물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부분과 편익이 중복될 소지가 크므로 현재 

수준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2.1.4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 반영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 감소 편익은 ‘정보’라는 무형자산이기 때

문에 가치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질정보가 갖는 공공성으로 인하여 

편익을 추정하기 어려이 있다. 그러나 『지질정보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 84 -

을 통한 지질주제도 및 지질정보 가치평가 연구』(김대형 등, 2009)에서 지질정보에 

대한 가치평가가 진행된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질도 및 지

질정보의 총 가치는 최소 4조 1,286억원에서 최소 5조 9,105억으로 분석된바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김대형 외 3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저영토(해저공간)

의 정밀 입체 정보화를 위한 고해상 3-D 탐사기술개발 기획연구에 대한 편익을 도

출하였다. 

2.1.5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 개요

  본 편익은 KISTEP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중 부가가치 증대편익의 편익 구도

를 준용하여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를 지질정보의 총 가치로 가정하였으며, 

지질정보의 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간 편익 = 지질정보의 총 가치 × R&D 기여율 × R&D사업화 성공률  × 사업

기여율 

2.2 분석자료

2.2.1 지질정보의 총 가치

  본 분석에서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편익 원단위는, 『지질정보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한 지질주제도 및 

지질정보 가치평가 연구』의 가치평가액을 2016년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을 보수적으로 평가

하기 위하여 47,129억원을 사용하였다.

[표 8]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 추정을 위한 지질정보의 총 가치

구분 2009년
총 가치

소비자 물가지수
2016년
총 가치

2009년 2016년

지질정보의 
총 가치

41,286 (최소)

88.452 100.970

47,129

59,105 (최대) 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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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R&D 기여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창

출된 부가가치 중에서 연구개발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R&D 기여율

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전체 부가가치 가운

데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해당 사업의 경

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최근 2013년에 확정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35.4%를 적용하였으며 본 R&D기여율은 KISTEP이 주관하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

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치이다. 

2.2.3 R&D 사업화 성공률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증 및 상용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영

하기 위해 R&D사업화 성공률을 반영하였다.

  R&D사업화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에서 발간하는 최신 성과보

고서 또는 연구보고서의 수치를 활용하여 적용하였으며, 임현(2016)의 『201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에서 한

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자료를 인용하고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을 정리하면서 

에너지R&D 중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사업화 성공률이 약 31.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한바 있으며 이를 적용하였다.

2.2.4 사업기여율

  사업기여율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창출 편익의 추

정 시 적용하는 주요 인자이며, 사업기여율 추정시 활용되는 기존 정부재원 연구개

발비는 기존의 유사·중복사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비이므로, 편익 대상의 범위(과제

/기술/제품 등)와 대응하는 범위로 유사·중복성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

다. 통상적으로 사업기여율 산식은, (본 사업 투자규모/(본 사업관련 분야 국가전체

투자규모 + 본 사업 투자규모)에 대입하여 추정하나 본 사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기여율 산식에서 본 사업 투자규모는 제외하였다.

  지질관련 연구는 지질자원연구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101,308백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지질 관련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본 사

업과 유사한 해저 탄성파 3D 시스템 개발 연구는 약 1,456백만원으로 사업기여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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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로 분석되었다.

2.2.5 기술수명주기

  국제특허분류(IPC)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각 기술별 기술수명주기를 분석한 이승

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식기반 및 분석시스템 구축』(KISTEP, 2011)연구에 

따르면, 물리학의 기술수명주기는 중위수값이 약 6년, 평균값이 7.5년으로 나타났으

며, 기술수명주기는 편익발생기간과 연동된다. 

[표 9] 국제특허분류의 섹션별 기술수명주기

섹션 의미 특허건수 TCT(중위수) TCT(평균값)

A 생활필수품 196,330 10.0 12.5

B 분리; 혼합 243,098 11.0 13.6

C 화학; 야금 127,590 9.0 11.1

D 섬유; 지류 11,314 12.0 15.4

E 고정구조물 35,843 14.0 16.6

F 기계공학;조명;가열;무기;폭파 111,308 11.0 14.1

G 물리학 453,085 6.0 7.5

H 섹션 전기 370,268 6.0 7.5

2.3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편익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연간 74.2억원이며, 편익기간을 고려하면 445.2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0] 지질정보 구축을 통한 지질재해 위험감소 연간 편익

지질정보의 
총 가치(억원)

R&D 기여율 사업화 성공률 사업기여율
연간 지질재해위험 

감소 편익(억원)

47,129 35.4% 31.4% 1.4%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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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비율  
  







  






여기서,  : 편익의 당해 연도 값
 : 비용의 당해 연도 값
 : 할인율(이자율)
 : 내구년도(분석년도)

2.4 비용편익 분석 개요

2.4.1 비용 추정

  연구비 총액은 파일럿 테스트 위주의 65억원(시나리오 1)  또는 장비구축과 전분

야 시험을 포괄하는 130억(시나리오 2)으로 구분하였다.

  시나리오 1의 연차별 연구비는 2018년도 18억원, 2019년도 17억원 2020년도 10억

원, 2021년 10억원, 2022년 10억으로 가정

  시나리오 2의 연차별 연구비는 2018년도 35억원, 2019년도 35억원 2020년도 20억

원, 2021년 20억원, 2022년 20억으로 가정

2.4.2 비용편익 분석(경제성 분석) 개요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을 많이 사

용되고 있다. 

  편익/비용 비율 : 사업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이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

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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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 :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

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4.3 비용편익 분석(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준 설정 원칙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의 시행전/후의 변화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Baseline Specification) 작업이 필요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을 정확

히 하기위해서는 사업 대상 재화의 속성과 관련한 질문의 명확성, 기준의 명확성, 

기준의 일관성, 자원배분의 적절성, 시점 및 정책 시나리오의 명확성, 효과기간 상

술 등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4.4 비용편익 분석(경제성 분석)의 단계적 절차

  우선 경제성 분석 대상 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본 사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어 사업 속성에 따라 고려해야할 영향의 범위를 확정하고 

영향의 수요 또는 계획 등에 따른 물량적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 속성이 명확히 확정 된 후 경제적 방법론을 통해 화폐적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현재가치를 추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하며, 비용편익분석과 함께 정

성적인 평가 및 정책적인 평가를 통해 경제성 분석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재무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2.4.5 비용편익 분석(경제성 분석)의 고려사항

  경제성 분석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2011)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KISTEP(2011)의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

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하였다.

  첫째, 경제성 분석의 모든 비용과 편익은 분석 직전년도 말 기준 불변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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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였다.

  둘째, 편익의 발생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상 투자완료 후 몇 년으로 

가정하고 분석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기술수명주기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동 사업은 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건설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

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5판)의 수정․보완: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등 예비타당

성 관련 연구 사례 참고하였다. 

2.4.6 비용편익 분석(경제성 분석)의 전제사항

  분석 시점 : 사업 시작 기간인 분석시점 전년말인 2016년 말로 통일

  분석 기간 : 편익발생 시점 이후부터 개별 기술 수명주기의 중위수 수준인 6년 

동안 편익이 발생한다고 가정

  할인율 :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 근거하여 5.5% 적용

2.4.7 비용편익 분석(경제성 분석) 결과

  본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5.01과 2.51로서 경제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모두 비용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제성이 충분히 

시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경제성 분석 결과

구분
비용의 현재가치

(억원)

편익의 현재가치

(억원)

순편익

(억원)
B/C

내부수익률

(%)

시나리오 1 53.6 268.9 215.3 5.01 40.2

시나리오 2 107.2 268.9 161.7 2.51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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