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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고서면수

 현재 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 분야의 하나인 인공지능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일선 과학현장에선 그 적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한반도 및 주변해역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

저활성단층, 해저사면사태 등과 같은 해저지질재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질조사에는 주로 탄성파 탐사가 이용되고 있으며 획득된 자료의 해석을 통해 지질

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탄성파 자료의 해석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기
존에 획득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탄성파 자료를 효율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 얻어

지는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어 통합적인 해석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해양자료 중 탄성파자료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석기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연구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처리 및 해석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석분야에서는 크게 두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 중에 있

다. 그 첫 번째는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탄성파속성분석 분야이며 현재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탄성파 자료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지질학적인 특징을 잡아

내는 방법이다. 
 이 기획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탄성파자료 해석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이 기술의 적용필요성,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방법 등에 대

해 알아보고, 향후 기술의 활용 방안, 향후 추진 계획, 기술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색  인  어
한  글 탄성파자료해석, 인공지능, 기계학습

영  어 Seismic interpre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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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해석기법 개발 기획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현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해저단층과 해저사면사태 같은 

해저기인 지구조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인공지능을 이

용한 탄성파자료 해석기술은 탄성파 탐사 자료 분석 방식을 질적으로 고도화

시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함. 특히 한반도 주변 활성단층의 

파악을 위해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많은 양의 탄성파 자료들을 획득하고 축적하였으나 기술, 인력, 시간 

등의 제약으로 해석결과는 전체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핵심내용들을 요약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요약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기도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가 많으나, 자료들을 다시 재처리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석 시스템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방대한 양의 탄성파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종합

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함 

○ 지진대응과 관련하여 중·장기 해저단층 분포/특성 연구에서 대량의 탄성파단

면이 생산될 예정이며,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일관성 있게 정확한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경제․산업적 측면

○ 이 기법은 기존자료 및 신규 탄성파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오류를 최소화하면

서 해석할 수 있음. 한반도 주변해역 해저 단층위험요소에 대한 과학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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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할 수 있어 해양 시설물 관리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사회․문화적 측면

○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은 여타의 다른 해양자료에도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 

사용될 수 있어 앞으로의 인공지능 이용한 해양자료 해석 등의 연구를 위한 

국가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2. 목적

  - 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해석기법 개발연구 기획

  - 본 기술 응용 분야에 활용 방안 연구 기획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파악

 - 인공지능을 활용한 탄성파자료의 적용 연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정리

2. 탄성파자료해석 기술 및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 분석

- 탄성파 단면과 주요 분석 인자 기술

- 반사면 분석과 탄성파 자료의 해석방법 기술

- 인공지능 기술 분석 및 기법 분류

 

3. 기계학습을 이용한 탄성파 자료의 해석기법 분석

 -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다중속성분석 기술

 - 컨볼류션 신경망을 이용한 분석기술

4. 지능형 탄성파자료해석 기술 응용분야

 - 해저기인자연재해 분야에의 적용

 - 해저 퇴적층 기초 연구 및 해저 자원탐사개발에의 적용 

IV. 연구개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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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성파자료해석을 위한 최적의 인공지능 방법 제시

○ 기존 인공지능 방법의 탄성파자료해석 연구에의 적용성 분석

 - 기존의 기계학습 방법 분석

 - 다중속성분석기법 및 베이시안 서포트벡터머신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법

 - 심층 CNN 법을 이용한 해석기법

2. 본 기법의 탄성파자료에 대한 응용분야 

○ 기존 자료에의 인공지능형 해석기법 응용분야 제시

 - 해저단층·지진 및 해저사면사태 등의 해저기인 자연재해 예측분야

 - 대규모 2-D 및 3-D 탄성파 자료 해석분야

 - 해저 퇴적층 기초연구 및 해저 자원탐사 개발분야

3. 과제제안요구서 (RFP) 작성 

4. 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해석기법 연구의 경제성 분석

○ 기술 개발의 정책·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술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인공지능형 탄성파 해석기법 개발연구의 사업화 

- 한반도 주변 탄성파자료의 재해석연구의 사업화

- 기존 자료 재해석을 통한 연안지역 위험성 파악 연구개발

- 타분야 지능형 전문가 해석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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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Planning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retation technology 

for seismic data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I. Necessity and Objectives of the Study

1. Necessity

□ Technical aspects

○ Earthquake activity has increased in frequency and magnitude offshore the 

Korean Peninsula in recent years. The offshore earthquak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interpreted to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tectonics 

occurring on faults and changes in crustal structure. Artificial intelligence 

(AI) enables us to perform Integrated and efficient interpretation of seismic 

data by upgrading the methods for analyzing seismic data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particular, AI-based interpretation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used efficiently for the identification of active faul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 A large amount of seismic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the offshore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due to the lack of time, technology, 

manpower, and others, the data were not interpreted in a manner suited for 

the accurate analysis of active faults. Reprocessing and reinterpretation of 

such a huge amount of seismic data are likely to be out of the question, 

considering the present facilities and labor force. AI-based interpretation 

provides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such huge data in less time while 

minimizing the errors.     

○ A large quantity of seismic data will be produced through researches for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earthquake hazards. An AI-based interpretation 

system can interpret those data in a persistent and accurate way in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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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s

○ The proposed technology can interpret the existing and new seismic data in a 

short time keeping the errors minimized. It can also be utilized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offshore facilities by providing scientific 

information of seabed geohazards.

□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The proposed intelligence system can be utilized for the preparation of 

policies to promote the analysis of marine data, considering that it can 

provide basic AI protocols applicable to other types of marine data  

2. Objectives

- Planning research for AI-based interpretation of seismic data

- Planning research for promoting applications of the proposed technology

III. General Scope of the Study

1. Technology status in Korea and abroad

- Summary of R&D cases in Korea and abroad for application of AI to seismic 

data interpretation 

2. Analysis of seismic data interpretation and AI (machine learning) 

technology

- Descriptions of seismic profiles and major factors to their interpretation

- Descriptions of the analysis of seismic reflections and the methods for 

seismic  interpretation

- Analysis of AI technology and classification of relevant techniques

3. Analysis of seismic data interpretation us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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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attribute technology using machine learning

- Analysis using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4. Analysis of the application status of intelligent seismic data 

interpretation

- Application to seabed-induced hazards

- Application to basic researches on the seafloor and to the exploration of 

seabed resources

IV. Results of the Study

1. Suggestions of the optimal technology for seismic data interpretation

○ Analysis of the present applications of AI to the interpretation of seismic 

data  

- Machine learning in present use

- Quantitative analysis using multi-attribute methods and Bayesian support 

vector machines

- Interpretation using the deep CNN

2. Application to seismic data

○ Suggestions of applications of AI-based interpretation to the present data  

- Prediction of seabed-induced natural hazards including earthquakes on active 

faults and slope failures

- Interpretation of large 2-D and 3-D seismic data

- Basic research of seafloor sediments and exploration of offshore mineral 

resources

3. Preparation of the RFP

4. Economic analysis of AI-based technology for seis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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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 Feasibility analysis on the basis of policy and technology

○ Feasibility analysis on the basis of economy

V. Suggestions for Applications

- Industrialization of an AI-type system for seismic data interpretation

- Reinterpretation of seismic data from offshore the Korean Peninsula

- Evaluation of geohazards by the re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data

- Utilization as a protocol to develop intelligent expert interpretation systems 

for other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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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산업혁명인 제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

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뜻한다. 현

재 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 분야의 하나인 인공지능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일선 과학현장에선 그 적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계가 인간처럼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일반지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한 인공지능 (Strong A.I.)”과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 

인간처럼 인식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기술인 “약한 인공지능 (Weak A.I.)”으

로 나뉜다. 현재까지 음성인식, 사진인식 등은 모두 약한 인공지능의 범위에 속

하며,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연구의 초입에 머물러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을 통

해 과학전문가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

가 많으며,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복잡한 추론과정을 거

쳐 결론에 이르는 과학적인 업무는 현재까지 인간 전문가만이 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반도 남동권역 및 서해 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진의 발생 기작은 해저단층

과 같은 해저기인 지구조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단층과 

같은 지질구조의 파악을 위해 탄성파 탐사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2-D와 

3-D 탐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데 많은 인력, 시간, 자원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탄성파 자료 해석기술의 개발은 기존 탄성파 탐사 

자료 처리와 해석 과정에서 발생해왔던 취약점을 극복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표는 해양자료 중 탄성파자료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석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연구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석기법의 개발연구는 

해석전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한 인

공지능분야로 가는 중간단계의 연구에 속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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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탄성파자료의 처리 및 해석분야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크게 두가지 분

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정량적 분석 방법인 탄성파 속

성분석 분야로 현재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탄성파자료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지질학적인 특징을 잡아내는 분야이다. 

  이 기획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탄성파자료 해석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이 기술의 적용필요성,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기술의 활용 방안 및 추진 계획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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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탄성파 자료를 이용한 해석 기술은 지층의 진화 및 지구조 연구, 해양 수층연구와 

같은 기초과학분야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탐사, 지반조사를 통한 자연재해 예측 

및 예방, 방위산업 등의 응용분야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이차원 

탄성파 탐사와 함께 고해상 3-D 기법이 적용되어 천부에서부터 심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연구와 많은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이차원과 3-D 탄성파 자료는 주로 구조보정단면 및 최종중합단면의 형태로 처리되

고 시추공 자료 등과 함께 대비되어 해석에 사용된다. 탄성파 단면 해석 작업에는 방

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주어지는데 제한된 인력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일

부 자료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자료의 누

락은 최종적인 분석결과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석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머신러닝 기법은 컴퓨터 알고리듬을 통해 데이터를 반복적이고 개별

적으로 학습하고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빅 데이터의 자료를 처리하고 서로 다른 데이

터를 동시에 분석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머신러닝의 기술력은 인공지능

기법의 하나인 딥러닝의 발전으로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으며 탄성파 해석 분야에서도 

이 딥러닝을 활용하여 다중속성분석 및 지질구조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다중속성분석 분야에서는 기존의 탄성파 정량해석 기법에 unsupervised SOM  

(Self-Organizing Map) 또는 supervised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 SVC 

(Support Vector Classification) 방법을 적용시켜 탄성파 물성을 석유 물성 결과와 지질 

자료와 함께 교차 보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Liu and Sacchi, 2003; Liu et al., 

2012).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는 작게 분할된 단층 이미지를 분석·조합하여 하나의 큰 단층

면 이미지를 만드는 ant-tracking 방법 (Pedersen et al., 2002; Pedersen et al., 2003), 

작은 패치들을 활용하여 큰 단층면을 형성하는 방법 (Gibson et al., 2005; Admasu et 

al., 2006; Kadlec et al., 2008) 등이 제안되었다. Hale (2013)은 단층으로 추측되는 이미

지, 주향, 경사를 활용하여 단층면을 계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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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바탕으로 지층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단층이동을 계산하는 방법도 연구되었다 

(Borgos et al, 2003). 또한, 3차원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단층면을 추출하는 방법도 

연구 된 바 있다 (Wu and Hale, 2013). 

  인공지능 기법의 활용은 복잡한 환경, 방대한 양의 데이터, 다양한 예측 및 분석이 

필요한 탄성파 해석분야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높은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탄성파탐사자료의 해석분야는 국외를 중심

으로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적용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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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이 장에서는 1) 탄성파자료해석 기술과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에 대해 개략적으

로 정리하였으며, 2) 기계학습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해석 기술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3) 본 기술의 응용분야인 단층탐사, 해저 퇴적층 연구, 해저 자원 탐사·개발 

분야의 적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1. 탄성파자료해석과 인공지능

1.1 탄성파자료 해석기술

   해저 퇴적층의 층서 및 퇴적역사의 해석을 위해 탄성파 탐사자료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탄성파 층서 (seismic stratigraphy)는 탄성파 자료를 기초로 퇴적상 및 퇴

적층서를 규명하고자 하는 분야로 1970년대 미국 엑슨사의 연구진에 의해 기본개념이 

수립되었다 (Vail et al., 1977). 탄성파 자료를 층서학적으로 기술하고 층서의 상하 경

계면인 부정합면을 범지구적인 해수면 변화와 연계하여 해석하는 탄성파 층서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탄성파 탐사자료, 고생물자료 및 물리 검층자료들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퇴적상 및 퇴적층서를 시공간적으로 해석하는 순차 층서학 (sequence stratigra 

phy)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Vail, 1987; Posamentier et al., 1988). 이후 석유탐사 분야

에서 지하에 매장된 탄화수소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해 장주기 해수면 변화와 연계된 

심부 탄성파자료 분석기술의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천부퇴적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분야에 확대 적용되면서 대륙주변부의 해저 퇴적층 층서 및 퇴적역사에도 

탄성파 자료해석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 탄성파 자료 단면

 

지하의 지질을 조사하기 위한 탄성파탐사 기법 (반사법)은 지표나 해저 하부의 암석

을 통과하여 전파되는 음파의 반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사법 탐사에 의해 획

득되는 탄성파 반사단면은 지층 내의 물리적 불연속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일련의 

반사파를 기록함으로써 얻어진다 (McQuillin et al., 1984). 탄성파 반사자료는 일반적으

로 파원에서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여러 개의 수신기로 기록되며, 해석에 사용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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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파 단면은 여러 발파기록 결과를 축약시키는 처리과정을 거친 것이다.

2. 탄성파 단면의 주요 분석 인자

 

지질학자들은 탄성파탐사 단면을 연구함으로써 지하에 분포하는 암석의 성분, 유체

함량, 분포 범위와 형태 등을 알 수 있다. 탄성파 단면의 해석은 종방향 (inline)및 횡방

향 (crossline)의 단면 과 속성 (attribute)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행되는데 (Dalley 

et al., 1989; Hesthammer et al., 2001), 탄성파 자료 해석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인자가 반사 진폭, 반사면의 간격, 구간 속도, 반사면 연속성, 반사면 형태, 순간위상 

등이다. 반사 진폭은 반사의 강도를 나타내며, 반사면 사이의 거리는 지층의 두께를 

반영한다. 지층의 구간속도는 암상과 공극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반사면의 측면 

연속성 (continuity)은 퇴적층의 측면 연장성의 함수로서 퇴적환경을 재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사된 지층의 형태는 퇴적당시의 퇴적면의 형상을 나타내고, 

순간위상은 탄성파 단면에서 탄성파 반사이벤트의 연속성 척도이다. 

3. 탄성파 단면과 지질 단면의 비교

탄성파 단면에서는 층 (layer), 부정합, 습곡, 단층 등의 지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지질단면과 탄성파 단면은 단면상에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서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해석 시에 유의해야한다.  

탄성파 단면에서의 일부 지층의 특성은 암상과 퇴적상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지층의 

층서적 관점에서 레이어의 해석은 실제로 시추가 이루어진 뒤에만 확신을 갖고 수행될 

수 있다. 그런 다음 반사면은 시추공에서 확인된 암석지층과 대비할 수 있다.

탄성파 단면에서의 수평 스케일은 보통 km 단위의 거리로 표시되지만 수직 스케일

의 지층 두께는 왕복주시 (표면에서 반사면까지 음파가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로 

표시된다. 따라서 깊이는 초 (second)나 밀리초 (milisecond)로 표시되며, 시간깊이와 실

제 깊이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 또한 경사진 지층이나 단층면의 기울기는 실제 

각도가 아니며, 다른 깊이에 걸쳐 분포하는 지층의 두께도 왜곡되어 나타난다.

4. 탄성파 반사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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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단면에서 반사면의 추적 (tracing)을 통하여 층서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반사면에 의해 드러난 지층의 형태는 전체 지층연속체의 해석을 위한 기본틀 

(framework)이 된다. 이러한 층서형태에는 연속반사면 (conformity), 단사형 (clinoform), 

부정합 (unconformity), 침식절단 (erosional truncation), 온랩 (onlap) 등이 존재한다.

- 연속반사면 (conformity)

수 km 에 걸쳐 연속적인 반사면이다. 수평적으로 동일한 범위의 암상 특성 변화

를 나타내며, 수직적으로는 퇴적환경의 변화로부터 기인한 지층 내의 암상변화를 

반영한다. 뚜렷한 반사면은 보통 분지퇴적층에서 시간선, 동시기 퇴적면을 나타낸

다. 퇴적환경의 변화는 보통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

다.

- 단사형 (clinoform)

탄성파 단면에서 경사진 경계면을 갖는 퇴적체를 단사형이라 한다 (Mitchum et 

al., 1977). 이러한 양상은 퇴적물이 점차 심해로 전진하는 퇴적체의 형태를 반영한

다. 하천선상지와 조립질 삼각주 내의 국지적인 경사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쇄

설성 환경의 퇴적면 경사는 매우 낮다. 하성 퇴적층은 1°이하의 사면에서 형성되

며, 세립질 삼각주의 전면 역시 2° 이하의 매우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대륙붕은 

0.05°에서 1.5° 사이, 비교적 급하다고 알려진 대륙사면의 경사는 수 도에 불과

하고 분지저는 거의 평탄하다. 

- 부정합 (unconformity)

부정합면 자체는 상하 지층의 음향 임피던스 혹은 암상의 차이가 없으면 탄성파 

단면에서 반사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부정합면은 반사면 단절 (reflector 

termination)을 통해 탄성파 단면에서 인지될 수 있다. 반사면 단절은 비교적 연속

적인 반사면들이 종결되는 점을 말한다 (Mitchum et al., 1977). 일부 반사면 단절

은 부정합면과 관계없이 지층의 형태로부터 나타나기도 한다. 

- 침식절단 (erosional truncation)

침식절단은 대기 중 침식이나 일부 해저 침식을 통해 지층의 묶음이 제거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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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이러한 구조는 침식에 앞서 융기가 일어나거나 기울어진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수면 하강 시에 대륙붕 지층이 하천계곡의 삭박으로 인해 

형성된 침식절단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저각도의 침식절단은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온랩 (onlap)

온랩은 수평 지층이 경사면을 따라서 점차 소멸되는 현상이나 경사 지층이 더 

큰 경사의 지층 위로 점차 소멸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지 내부나 가장자

리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형과 관련 있다. 반사면은 지층이 돌출된 지형에 막

히는 경우 젊은 지층들은 연속적으로 하부의 더 오래된 지층을 덮어 나가게 될 때 

형성된다. 이러한 유형의 모양은 지형이 점차 침수되는 현상을 지시한다. 

5. 탄성파 자료의 해석

탄성파 단면의 주요 분석인자를 활용한 해석의 관점에서 탄성파 자료의 해석은 탄

성파 상분석 (seismic facies analysis), 탄성파 구조분석 (seismic structure analysis), 탄

성파 속성분석 (seismic attribute analysis), 탄성파 층서분석 (seismic sequence analysis)

으로 구분된다. .

 

- 탄성파상의 분석

탄성파 단면은 퇴적암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탄성파 상분석은 층서 

경계면 구분과 지질학적 해석을 실시하는 분석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반사면의 

형태, 연속성, 진폭, 위상, 주파수, 구간속도 등의 매개변수를 분석한다. 이러한 변

수는 암상과 퇴적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Selley, 1998). 탄성파 반사면은 동

일한 시기에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표 혹은 해저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정

도는 퇴적환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탄성파 반사면의 형태에 의해 인지되

는 대규모 퇴적구조 혹은 형상으로는 전진하는 삼각주, 탄산염 대륙붕 주변부 및 

해저선상지 등이 있다 (Sherrif, 1976).

- 탄성파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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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곡과 단층은 탄성파 단면에서 인지될 수 있다. 지표와 지하 수 km에서 볼 수 

있는 지질구조들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탄성파 단면의 해석으로부터 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탄성파 단면에서 단층면은 뚜렷하게 구분된 하나의 반사면으로 나타나

지는 않는다. 단층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지층의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가 있더라도 

30 혹은 45 이상의 급경사를 갖는 단층면은 일반적으로 탄성파 자료에서는 잘 나

타나지 않는다. 이는 경사진 단층면에서 반사된 파가 지표면과 직각을 이루지 않

기 때문이며, 따라서 수신기에 기록되지 않는다. 단층은 보통 연속된 지층 반사면

의 오프셋 (offset)에 의해 간접적으로 인지된다. 만일 뚜렷한 개별 반사면이 단층

면 양쪽에 발달하는 경우에 단층변위의 방향과 양을 알 수 있다. 대규모의 습곡은 

탄성파 단면에서 인지될 수 있지만, 급경사의 단층면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기울어

진 습곡날개는 인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평면은 수직 단면과 수평 단면에

서 자동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 탄성파 속성 분석

탄성파 자료의 층서적 해석이 완료되면 지층에 대한 탄성파 속성 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탄성파 속성이란 탄성파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

는 모든 정보로서 탄성파 자료의 해석을 돕거나 탄성파 자료에서 확인되는 외형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Chopra and Marfurt, 2007). 탄

성파 속성 분석은 2차원 탄성파 자료보다는 3차원 탄성파 자료에서 훨씬 효과적이

다. 탄성파 속성으로부터 단층, 파쇄, 지층의 경사, 연속성과 같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추공과 시추공 사이의 암성의 성질 및 공극수 유체에 대한 유추가 가능

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탄성파 속성은 100개를 훨씬 넘을 정ㄷ로 다양하지만 

(Sheffield and Payne, 2008), 많은 탄성파 속성들이 중복되거나, 불안정하거나, 현

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어서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십여 개 정도

라고 할 수 있다 (Barnes, 2007). 탄성파 속성 분석 (Seismic attribute analysis)은 

기본적인 탄성파의 도달시간, 진폭, 주파수, 감쇠 등을 조합해 계산한 파생물로서 

(Brown, 2011), 지질학적 형상을 가시화 하거나 저류층의 속성, 구조나 퇴적 환경

을 유추하기 위한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탄성파 자료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

적인 요소는 탄성파 진폭, 탄성파 반사층간 거리, 구간속도, 반사층 연속성, 반사층

의 배열 형태, 탄성파 위상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층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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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설정한 후 지층 경계면에 대한 탄성파 속성 분석을 실시한다. 

- 탄성파 층서 분석

기본적으로 탄성파 층서는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퇴적층의 층서를 기술하고, 

이 과정에서 구분되는 층서적 불연속면을 범지구적 해수면 변화 (eustatic sea- 

level change)의 결과로서 해석하려는 층서 분석법의 하나이다 (Vail and Mitchum, 

1977). 순차층서학에서 퇴적층의 기본적인 층서단위는 순차층 혹은 연계층 

(sequence)이다. 순차층은 ‘지층의 형성 시에 성인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부정합면 혹은 이와 대비되는 층서면에서 의해 구분되는 정합적 관계의 지층 구

간’으로 정의된다. 순차층의 경계가 되는 부정합은 ‘대기 중에 노출되어 침식된 

증거가 있고 (해저 침식도 포함), 상당 기간 동안 퇴적이 중단되어 상, 하층을 구

분하는 면’으로 정의된다 (Posamentier et al., 1988). 해퇴와 해침 침식면은 중요

한 부정합으로, 상대적 해수면의 하강 또는 상승의 증거가 된다 (Posamentier and 

Chamberlain, 1993). 순차층서학에서는 해수면의 변동양상을 고수위 (highstand), 저

수위 (lowstand), 그리고 해침 (transgressive)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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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

   인공지능이란 기계에 의해 구현되는 지능으로 인간이 가진 인지능력을 모방하여, 

학습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얻는 기술을 말한다. 1950년대에 시작된 인

공지능 연구는 컴퓨터 분야의 발전과 인터넷을 통한 대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됨

으로써 1990년대 후반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 학습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된 기계학습의 연

구 분야는 이후 방대한 양의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GPU의 성장과 

함께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 (neural networks) 구조로 이루어진 딥러닝

의 형태로 발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인지, 지각, 학습, 추론의 기술을 바

탕으로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로봇, 자동주행 자동차 등의 응용 기술로 분류가 가능하

다. 학습은 일반적으로 글자 인식, 대화, 상황판단과 같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

는 행동과 지식의 영속적인 축적을 말하며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분야를 말한

다. 

머신러닝은 Fig. 3-1-1과 같이 개략적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학습 데이터 레이블의 

존재 유무에 따라 지도 학습 및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하고,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의 하

나로 보거나 독립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머신러닝의 기능 중 분류 (Classification) 와 

군집화 (Clustering)는 주어진 입력 값의 레이블을 추정하거나 주어진 입력 값과 비슷

한 입력들의 군집을 추정해 내는 역할을 한다.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은 훈련 데이터 (Training Data)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낸다. 훈련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입력 객체에 대한 속성을 벡터 형태로 포함하

고 있으며 각각의 벡터에 대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유추된 

함수 중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는 것을 회귀분석 (Regression) 이라 하고 주어진 입력 

벡터가 어떤 종류의 값인지 표식 하는 것을 분류 (Classification)라 한다. 분류는 레이

블이 이산적이고 값이 유한한 경우 분류, 혹은 인식 문제라고 부른다.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우며 연구가 많이 되어있다. 주차게이트에서의 번호판 인식, 페이스북이나 

구글 포토의 얼굴 인식, 음성인식의 경우가 분류에 해당하는 예시들이다. 회귀는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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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머신러닝 (기계학습) 의 기능분류 ("http://www.techjini.com/blog/machine-learning/")

블이 실수인 경우 회귀문제라고 부른다. 데이터들을 쭉 뿌려놓고 이것을 가장 잘 설명

하는 직선 하나 혹은 이차함수 곡선 하나를 그리고 싶을 때 회귀기능을 사용한다. 데

이터는 입력과 실수 레이블의 짝으로 이루어져있고, 새로운 임의의 입력에 대해 새로

운 레이블을 맞추는 것이 바로 직선 혹은 곡선이 되므로 기계학습의 문제라 할 수 있

다. 지도 학습기 (Supervised Learner)가 하는 작업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데이

터에 대해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올바르게 추측해내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학습기가 알맞은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훈련 데이터로부터 나타나지 않던 상황

까지도 일반화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직접 개입하므로 정확도가 높은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에 사람이 직접 레이블을 달아야 하므로 

인건비 문제가 있고, 구할 수 있는 데이터양도 적다는 문제가 있다.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내는 

문제의 범주에 속한다. 이 방법은 지도 학습 혹은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과는 달리 입력 값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는다. 자율 학습은 통계의 밀도 추정  

(Density Estimation)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자율 학습은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지도 학습은 사람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레이

블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이므

로 학습이 맞게 됐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레이

블이 없는 형태로 있으므로 앞으로 기계학습이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

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군집화 (Clustering)이다. 군집화란 데이터가 뿌려져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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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레이블이 없다고 해도 데이터간 거리에 따라 대략적으로 두세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군집을 학습하는 것이 군집화이다. 분포 추정 

(Underlying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의 확률 분포문제도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예이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은 기계 학습이 다루는 문제 중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 되는 것을 다룬다. 어떤 환경을 탐색하는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어떤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는 환경으로부터 포상을 얻게 된다. 

포상은 양수와 음수 둘 다 가능하다. 강화 학습의 알고리즘은 그 에이전트가 앞으로 

누적될 포상을 최대화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되는 정책을 찾는 방법이다. 다시 말

해 앞선 두 방법의 분류는 지도의 여부에 따른 것이었는데, 강화학습은 조금 다르다. 

강화학습은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학습하는 것이다. 

행동을 취할 때마다 외부 환경에서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보상을 최대화 하는 방

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행동을 취한 즉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앞의 두개에 비해 대폭 상승한다. 대표적으로 게임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화학습에서는 당장의 보상 값이 조금은 

적더라도, 나중에 얻을 값을 포함한 보상 값의 총 합이 최대화되도록 행동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보상 값의 합이 최대화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고려하

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 행동을 여러 방식으로 수행하며 고민해야 한다. 위 방법

들과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하여 수치적으로 모델링 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으로 신경 전달망을 구성하는 세포체 (Cell body), 수상돌기 (Dend rite s), 축삭 (Axon), 

연결 (Synapse) 들이 각각 노드 (Node), 입력 (Input), 출력 (Outpuf), 가중치 (Weight)의 

인공 신경망 구성으로 처리된다. 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신경세포로부터 전달

되어 온 신호들이 합산되어 설정 값 이상을 가지게 되면 하나의 출력 신호가 생성된

다. 다수의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레이어를 만들고 그 연결의 강도는 가중치로 처리된

다. 이러한 방법을 헵의 학습 (Hebb’s Learning) 또는 헵의 규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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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단층퍼셉트론과 가중치함수

 

인공신경망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68년의 다중 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최초로 신경생리학이 융합된 1979년의 네오코그니트론 (neocognitron) 모

델, 1992년의 순환신경망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으로 발전해왔다. 네오코그

니트론 모델은 현재의 CNN과 유사하다.  Fig. 3-1-3 의 단층 퍼셉트론 (SLP, Single- 

Layer Perceptron)은 McCulloch-Pitts TLU 이론과 헵의 가중치 이론이 합해진 이론으로 

입력층과 출력층만으로 구성된다. 일정 크기 이상의 신호가 올 경우 값을 전달하고 

Sigmoid 함수나 tanh함수 또는 ReLU 함수를 가중치로 사용한다 (Fig. 3-1-2). 이 방법

은 신호 처리에 가장 알맞은 가중치를 알아내는 학습을 필요로 한다. 

Fig. 3-1-3. 심층신경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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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퍼셉트론 (MLP Multi-Layer Perceptron)은 단층 퍼셉트론에서 입력 레이어

(Input Layer)와 출력 레이어 (Output Layer)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 (Hidden Layer)

을 하나 또는 여러 개 추가 해 주는 방법이다 (Fig. 3-1-3). 은닉층을 추가해 줌으로서 

선형분리 불가능 문제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컴퓨터 계산량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Fig. 3-1-3처럼 은닉층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심층적인 학

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over-fitting, gradient 

vanishing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ooling 

layer를 사용하거나 drop-out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등 신경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개의 은닉층을 사용하여 심층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분야를 딥러닝이라고 부른다.

딥러닝 분야는 대부분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계열과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계열로 파생된다. CNN 은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를 포함하는 신경망으로 가중치를 갖는 마스크 (Convolution Filter, 커널)을 이용

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미지 처리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 방법은 Convolution 과 

Subsampling (Pooling)을 반복하면서 영상을 줄이고 그 특징을 추출한 후에 분류를 판

별하는 방법으로 Fig. 3-1-4은 CNN을 적용시킨 예이다. 필터의 값은 학습에 의해 변화

되며 필터의 수만큼 특징 맵이 나온다. RNN 의 경우 재귀적 접속이 있는 은닉층을 사

용한 신경망이며 가변적인 길이를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고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과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RNN의 너무 깊은 인공신경망으로 인해 시간이 오

래지나버린 데이터를 잊어버리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RNN 대신 메모리 셀이라고 불리는 LSTM (Long Short Term Memory) 기법이 사용된

다. 이 기법은 장단기 기억을 각 뉴런마다 배치한다. RNN 은 자연어와 음성인식에 주

로 활용되고 있다. Fig. 3-1-5 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CNN과 RNN의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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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CNN의 적용 예시 ("https://github.com/handong1587/handong1587.github.io/")

Fig. 3-1-5. CNN (위)과 RNN (아래)의 구조 (Haj-Hassan, 2017; Ola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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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학습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해석

기계학습을 활용한 탄성파자료의 해석 연구는 현재까지 그 활용범위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정량적 분석 방법인 탄성파속성분석 분야와 탄성파자료를 활용

한 지질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본 기획연구에서는 Liu (2017)이 탄성파

자료해석을 위해 머신러닝을 적용시킨 논문을 바탕으로 다중속성분석 기술과 컨벌류션 

신경망을 이용한 분석기술을 정리하였다. 

2.1 다중속성분석 기술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다중속성분석 기술은 기존의 탄성파 정량해석 기법에 

Bayesian-based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SOM (Self-Organizing Map), SVC 

(supervised Support Vector Classification)을 적용시켜 탄성파 속성, 석유물성, 도메인 

정보 등과함께 탄성파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동시역산 (simultaneous inversion), 중합후 역산 (post-stack inversion)과 

같은 방법들이 지하의 속도 및 밀도와 같은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하지

만 이러한 방법들은 좀 더 정확한 탄성파정량해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석유

물성 자료, 지질학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결합시키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SVM 방법을 적용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기술은 unsupervised SOM 또는 supervised SVR/SVC 방법을 이용해 탄성파 물성을 

석유물성 결과와 지질 자료와 함께 교차 보정하는 방법이다 (Liu and Sacchi, 2003, Liu 

et al., 2012). 

  다중속성분석에 이용되는 Bayesian-based SVM은 관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건부

로 가설을 검증하는 베이지안 (Bayesian)을 이용하는 방식 이다. 이 방식은 N개의 입력

값에 대응되는 출력 값이 존재할 때 선형조합형태의 수식을 이용하여 모델을 설정하고 

예측을 수행한다 (Cortes and Vanpnik, 1995; Liu and Sacchi, 2003; Liu et al., 2012).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가능도 (likelihood function)를 설정하는 수식에는 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값이 적용되고 베이즈 규칙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

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는 입출력 값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후 

mapping 단계에서는 트레이닝 된 모델 값들이 예측을 위한 새 데이터 값에 적용된다. 

SVM은 석유물성 자료가 레이블 화되어 구분된 샘플이 있는 경우 SVC로써 데이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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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류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사전 입출력 값이 존재한다면 회귀를 위한 SVR에도 

사용 될 수 있다.

  SOM 은 SVM과 달리 레이블화 된 샘플과 사전 입출력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이 방법은 탄성파 속성으로부터 지질학적인 특징을 추출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Roden, et al., 2015). SOM 기법은 입력변수와 뉴런 (neuron)의 가중치 

값의 유클리드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여 판별함수 (discriminant function)를 

설정한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뉴런의 가중치 값이 입력 값과 근접할 때 까지 가중치 

값을 업데이트하여 사용한다.  

  Fig. 3-2-1은 머신러닝을 활용 한 탄성파 정량해석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 작업에서

는 크게 탄성파 자료, 석유물성 자료, 지질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탄성파 

자료에는 중합 (stack), 오프셋모음 (offset gathers), 방위각모음 (azimuthal gathers) 자

료를 포함한다. 석유물성자료는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 (well logs), 코어분석자료 (core 

analysis), 생산자료 (production)가 필수적이다. 탄성파역산과 해석 학습을 좀 더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질구조와 지질층서 등의 지질자료가 이용된다. 전처리를 통해 

탄성파자료가 정리되면 이 자료를 활용하여 특징 추출 (feature extraction)이 진행된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패턴들을 비교하고 자료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지질

모델이나 수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모델을 설정한다. 압축파속도, 전단파속도, 밀도 

등이 지질모델에 해당한다.

설정된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Bayesian-based SVR 방법이 이용된다. 트레이

닝의 결과로 모델의 가중치가 결정되고 이후에 상 (facies)과 스윗스팟 (sweet spot)의 

구별을 위해 SVC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질자료와 석유물성 자

료를 교차분석 (cross-validating) 하고 이후 SOM 을 적용시켜 지질특징을 밝혀낼 수 

있다. 설정되는 모델은 실제의 데이터와 교차분석 하였을 때 그 오차가 가장 적은 모

델로 계속 업데이트 된다.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추가 시추공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모델의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Fig. 3-2-2은 탄성파정

량해석을 위해서 앞서 설명한 기계학습의 작업과정을 수행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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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탄성파정량해석에 사용된 머신러닝의 작업흐름도 (Liu, 2017)

Fig. 3-2-2. 다중속성분석 결과 (Liu,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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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컨벌류션 신경망을 이용한 분석기술

   딥러닝의 하나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이미지분류와 음성인식 분

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탄성파 자료해석에서의 이미지인식은 경계면 

(horizon), 단층 (fault), 탄화수소 축적을 분별해 내는 것이다. 기존의 탄성파 역산과 속

성분석은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값들을 추정하여 트레이스별 또는 샘플별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섬세한 지질구조를 추출 해 낼 수는 있지만 작업과정에서 다루는 탄

성파 자료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해석자가 데이터 셋에 숨어있는 섬세하고 

복잡한 지질구조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SVM 과 같은 머신러닝 기법은 회귀

와 분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수행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

기 위해 임의의 함수를 근사시키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하지만 너무나 막대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지와 분류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SVM 은 빅데

이터를 다루는데 덜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입력 값들을 단순히 고차원적인 map으로 

변화시킨 뿐 숨겨진 특징을 분석하기 어렵다. 

  심층 CNN 기술은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빅데이터 처리 

기능을 가지고 지도학습의 전형적인 형태를 띤다. 해석자의 개입 없이 트레이닝 단계

에서 특징 맵 (feature map)이 자동적으로 추출되고, classifier가 모든 특징에 적용되어 

분류작업을 수행한다. 전통적인 SVM 학습은 공간영역에서의 특징추출을 위해 도메인

에 대한 지식과 해석자의 경험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CNN을 활용한 이미지 분

류 방법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자 (convolution operator)를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한다. 레이블별로 분류되어 있는 이미지만 존재한다면, CNN기법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의미 있는 특징을 뽑아 낼 수 있다. 특히 단층해석, 브라이트 스

팟 (bright spot) 분석 분야에서 CNN 기술이 탁원한 효용성을 가진다.   

  Fig. 3-2-3은 탄성파이미지 해석에 이용되는 다중채녈 CNN의 작업흐름도이다. 각 채

널은 하나의 탄성파 속성을 활용하여 특징 학습을 수행하고 이후에 fully connected 

classifier가 다른 채널에서 생성된 특징 맵과 결합되어 저류층을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심층 CNN은 over-fitting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종종 pooling layer를 삽입시켜 특

징 맵의 양을 줄이고, 드롭아웃 (dropout) 기술을 활용하여 over-fitting을 방지한다. 

CNN 작업과정 또한 다중속성분석의 머신러닝의 단계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자와 지구물리학자들은 탄성파특징 자료와 역산결과를 가지고 지

질구조 및 탄화수소 해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쇄설성 저류층과 총 유기탄소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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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공극률과 포화도를 필요로 하고, 셰일 플레이에서 스윗 스팟을 구별하기 위

해 공극률과 취성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

행할 때 암석과 부존하는 탄화수소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새롭게 제시된 심층 CNN 방법에서는 탄성파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석유물성 특성, 

이방성강도 등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소단계의 이미지

(sub-images) 생성 및 특징추출을 수행한다. Fig. 3-2-4는 한 단계의 CNN 트레이닝을 

거쳐서 나온 feature 결과이다. 

  심층 CNN 기법은 가능한 많은 관측 자료와 석유물성 자료 들을 학습에 활용하는데, 

이는 학습속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Over-fitting을 줄이기 위해 레

이블화 된 샘플의 수를 늘려주는 Image augmentation 방법이 사용된다 (Krizhenvsky, 

et al., 2012). 컨볼루션 연산자를 활용하여 추출된 특징 맵 들은 수천 개가 넘게 레이

블 화된 샘플들을 대표하는 분류함수를 구하는데 효과적이다. 

  심층 CNN 학습 과정은 back propagation 신경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주 

깊은 단계의 레이어 에서 경사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학습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된 ReLu 함수가 활용된다. 또한, 보편적으로 컨볼루션 레

이어 사이에 풀링 레이어를 삽입하여 특징 맵들 간의 공간적인 차이를 줄이고 

over-fitting을 조절한다. fully-connected layer에서는 over-fitting을 피하고 분류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 드롭아웃 기술이 이용되기도 한다. 몇 개의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 

이후에 생성된 classifiers 는 다중채널 트레이닝을 통해 획득된 특징 맵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탄성파이미지에서 저류층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탄

성파 이미지에서 탄화수소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탄성파 단면을 같은 크기를 가지는 작

은이미지들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후, 나누어진 작은 단면들이 다중채널 CNN의 입

력 자료가 되어 탄화수소의 위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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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컨볼류션 신경망을 이용한 탄성파자료해석 작업흐름도 (Liu, 2017)

Fig. 3-2-4. 한 단계의 CNN 트레이닝 작업과정을 거친 결과 (Liu, 2017)



- 37 -

3. 지능형 탄성파자료해석 기술 응용분야

3.1 해저기인 자연재해에의 적용

   서해의 백령도 (규모 4.9), 보령 (규모 3.5), 흑산도 (규모 4.9) 해역 등에서 일어난 

지진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빈도와 규모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서해는 Qiling-Dabie-Suhu 충돌대에 의해 북쪽과 남쪽 해역으로 나뉘며, 북쪽해

역은 발해만과 North Yellow Sea 분지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 해역은 Northern South 

Yellow Sea 분지와 Southern South Yellow Sea 분지로 이루어 져 있다. 서해의 많은 분

지들은 단층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현재 발생하는 지진들도 이러한 단층들에 의해 

발생 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한반도 남동권역을 중심으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해저단층·지진 및 해저사면사태와 같은 해저기인 

지구조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Kim et al., 2007; 2011). 

  한반도 주변의 동해, 서해, 남해는 지구조 운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대

규모 단층 등의 구조가 존재한다. 최근 발생한 중규모 이상의 지진으로 인해 지진 발

생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활동특성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해저 단층의 분포, 구성, 층서적 활동성 등 다양한 특성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탄

성파 탐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퇴적층 형성 기작, 퇴적환경·지구환경 

변화 및 복원, 지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Fig. 3-3-1과 Fig. 3-3-2는 각각 서

해지역과 남동해역 지역에서 획득한 탄성파 탐사자료를 자료처리 및 해석 과정을 적용

시켜 얻은 탄성파 해석 단면의 예시이다. 이러한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 작업에는 숙

련도가 높은 전문 인력과 상당한 양의 해석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업

을 수행 할 때는 제한적인 인원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

이 저하되고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탄성파 탐사 해석

기술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의 효율성과 해석 결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

요한 기술력이다. 

탄성파 탐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D 탐사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측

선 간에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간 사이의 단층 및 지질구조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탐사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고

해상 3-D 탐사를 많이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좀 더 상세한 특성, 분포, 활동성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탄성파 자료는 일반적인 해양물리·지질 분야의 과학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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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 Fig. 3-3-3은 동해에서 얻은 탄성파자료 측선의 예이

다. 상당한 수의 조사측선과 이에 해당하는 수십-수백 km 길이의 탄성파 자료가 존재

한다. Fig. 3-3-4는 Spectrum 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대륙붕지역의 막대한 양의 

2-D 및 3-D 탄성파자료로, DB 라이브러리인 “Seamless Seismic" 이다. 이 자료에는 

125000 제곱킬로미터의 3-D탄성파 큐브자료 뿐만 아니라 8000 km 이상의 2-D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머신러닝을 활용한 탄성파 자료의 해석은 방대한 양의 2-D, 

3-D 자료를 한꺼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 개발

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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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서해지역에서 획득한 탄성파 해석단면 (Shinn et al., 2010)

Fig. 3-3-2. 남동해역 지역에서 획득한 탄성파 해석단면 (Kim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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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동해에서 얻은 탄성파자료 측선 (윤석훈, 2015)

Fig. 3-3-4. 노르웨이 연안에서의 2-D/3-D 탄성파 자료 ("Seamless Seismic”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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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사면사태는 해양환경변화,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 지진 및 지구조운동 등 다

양한 요인으로 발생된다. 이 현상은 산업 시설물이 파괴되고 쓰나미가 발생되어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킨다 (Hampton et al., 1996; Locat and Lee, 2002; 

Camerlenghi et al., 2007). Fig. 3-3-5과 같이 동해에서도 울릉분지 및 한국대지의 사면

에서 해저사면사태의 흔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Lee et al., 1999, 2004, 2010, 

2013). 해저사면사태의 흔적에서 상부 사면 퇴적층에 분포하는 미끌림면과 균열·단층 

등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해저사면사태 발생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천부~심

부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고해상 3-D 탄성파 자료를 통해 

균열 및 단층과 이를 통한 유체 흐름에 대하여 분석하여 향후 해저사면사태를 예측하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ig. 3-3-6).

Fig. 3-3-5. 동해 울릉분지의 사면사태 분포 (Le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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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고해상 3-D 탄성파 자료를 이용한 해석 단면 (Plaze-Faverola et al., 2012)

  해저단층·지구조, 해저사면사태 연구와 같은 해저기인 자연재해를 분석하고 예측하

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2-D 및 3-D 탄성파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

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CNN 과 같은 인공지능기술의 응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복잡한 지하구조를 매우 상세하게 규명하여 그 정확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빠른 예측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3.2. 해저 퇴적층 기초연구 및 해저 자원탐사 개발

  퇴적체 구분과 형태분석, 층서면 해석, 등의 다양한 해양 퇴적층 특성 분석은 대부분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퇴적환경·지구환경 변화 및 복원, 지

구조 등에 관한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해저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등의 응용분야에도 유용하게 이용 되고 있다. 석유가스를 비롯해 비전통 에너지 자원

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우에도 탄성파 탐사 자료가 사용되며, 퇴적층과 가스하이드

레이트와의 물성 차로 나타나는 BSR (Bottom Simulating Reflector)의 존재를 통해 자원

의 부존을 확인한다 (Kvenvolden, 1993; Holbrook et al., 1996). Fig. 3-3-7은 3-D 고해

상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탄성파 속성을 분석하는 그림을 나타낸다. 우리나

라 울릉분지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향후 시험 생산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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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Ryu et al., 2009; Kim et al., 2010).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2차원 해양지질/지구물리 연구가 수행된 바 있고 향후 고해상 3-D 탄성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퇴적 층서면, 퇴적체 구분, 내부·외부 형태 확인, 등 다양한 분포 

및 특성 정보를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파악 할 계획에 있다. 이와 더불어 기 획득 자료 

및 향후 획득 탄성파 자료의 재처리 필요성 또한 대두 되고 있다. 인공지능 탄성파 자

료 해석 시스템의 개발은 자료처리에 필요한 기술력, 인력, 시간 등의 제약에서 벗어

나 오류를 최소화하는 종합적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속성분석을 통해 분

포특성을 조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 탐사에서도 머신러닝기술을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3-7. 3-D 탄성파 속성분석 (Geometric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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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의 범위 연구개발 방법 및 내용
달성도

(%)

탄성파자료 

해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법 분석

• 기존의 기계학습 방법 고찰

• 정량분석 방법인 다중속성분석기법을 활용한 

해석기법 고찰

• 심층 CNN 법을 이용한 해석기법 분석

100

지능형 탄성파 

해석기법의 활용성

• 기존 대규모 2-D 및 3-D 탄성파 자료 해석분

야 적용성

• 해저단층·지진 및 해저사면사태 등의 해저기인 

자연재해에 예측분야 적용성

• 인공지능 방법의 해저 퇴적층 기초연구 및 해

저 자원탐사 개발 분야 적용성

100

과제제안요구서 

작성

•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표, 연구 내용, 성과 

목표, 로드맵 등 작성 
100

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

• 정책·기술적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100

2. 대외 기여도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단층 및 

지구조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3-D 탄성파 탐사의 발달로 빅

데이터에 대한 처리기법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

서는 인공지능의 기계학습기법을 탄성파 탐사 자료 해석에 적용시키는 기술을 

분석하였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기획연구의 결과는 향후 인공지

능 해석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한반도 연안 단층해석으로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

소화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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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파탐사자료 해석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은 인공지능

을 이용한 최첨단응용기술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 잦은 지진으로 인해 연안

지역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자료를 인공지

능 단층판별 해석기법에 적용하면 연안지역 위험성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

용 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초

기 모델로 심화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단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분야의 지능형 전문가 해석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기

술을 확보하여 인공지능형 탄성파 해석기법 개발연구의 사업화와 한반도 주변 

탄성파자료의 재해석연구의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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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과제제안요구서(RFP)

중과제
▢ 미래바다보기      ▢ 바다되살리기      ▢ 바다자원찾기
▢ 안전한바다만들기  ■ 우리바다지키기

제안 과제명(안) ▪ 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해석기법 개발

총연구비 4,500백만원 ‘18년도 연구비 1,000백만원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국정과제와의 연계

ㅇ 본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인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33 및 34번 항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4차산업 선도기반구

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에 해당됨

ㅇ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을 보면 ICW-SW에 대한 투자방향은 AI, 빅데이

   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중 고위험 도전적인 연구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지원 강화로 되어 있으며, 선도적이고 지진대응문제해결과 연계된 사회문제

   해결형

□ 기관고유기능의 수행 

ㅇ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R&D 3대 추진과제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에 해당되며 해양영토관리의 근간이 되는 해양과학조사를 효율화·고도화할 

수 있음 

ㅇ 또한, 본 사업의 주요기술은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해양수산 R&D 33번째 협조

과제인 “4차 산업혁명 기반 성장동력 창출” 에 속함

ㅇ 본 기술의 개발은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기반을 조

성하고 인공지능분야 및 해저기인 자연재해 대응 분야에서 글로벌 해양과학기술 

선도

□ (지원근거) 근거법령

ㅇ 본 기술은 해양지질조사의 한 분야인 탄성파 해석의 고도화를 이루는 것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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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 14804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 중 해양과학조사의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ㅇ 본 기술의 응용을 통해 효율적인 지진대응 탄성파 단층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248호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및 지진화산-대책 제 14839호-3조 제3조(국가와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책무)과 관련된다.

□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ㅇ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해저단층과 해저사면사태 같은 해저기인 

지구조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됨

ㅇ 지진대응과 관련하여 중·장기 해저단층 분포/특성 연구에서 대량의 탄성파 단면

이 생산될 예정이며,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일관성 있게 정확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 될 수 있음 

(2) 경제, 산업, 사회문화적 측면 

ㅇ 이 기법은 기존자료 및 신규 탄성파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저지질 위험성의 광역적인 분포·특성 분석과 해저지질위

험 민감 지역의 선정 등과 같은 중요 분야에 시간과 인력을 매우 효율적으로 관

리 

ㅇ 한반도 주변해역 해저 단층위험요소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어 해

양 시설물 관리와 예측 기반 마련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ㅇ 기존 R&D 연구사업의 결과자료인 탄성파자료 활용도 증가

ㅇ 지능형 시스템은 다른 해양자료의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

후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양자료 해석 등의 연구를 위한 국가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2. 연구개발 동향

□ 국내동향

ㅇ KIOST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소는 각각 ICT융합연구단과 Geo-ICT융합연구실을 

설치하여 인공지능 기법의 과학 연구 분야 적용을 위한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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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현재까지 연구 성과나 관련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ㅇ 인공지능 기법의 탄성파 해석 분야 적용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에서의 관련 연구 진행은 이루어진 바 없음

□ 국외동향

ㅇ 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처리 및 해석분야는 탄

성파속성분야, 정량적 분석 분야 등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연구되고 있음

ㅇ 기계학습을 활용한 탄성파탐사자료의 해석분야는 국외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탄성파속성 분석법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법을 적용시켜 탄성파자료로부터 지질학적인 특징을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진행된 바 있음

3.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1) 최종목표 및 성과물

□ 최종목표 

ㅇ 해저지질재해 (위험성)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AI) 탄성파자료 해석기법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최종성과물

ㅇ 탄성파 해석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설계

- 기존 탄성파해석에 적용된 인공지능기술 방법 고찰

- 정량분석과 탄성파이미지 분석의 보완 방법 개발

ㅇ 인공지능 탄성파해석 학습시스템 개발

- 2-D 및 3-D 탄성파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층 학습 적용

- 기계학습 신뢰도 분석을 위한 자체 교차시험 및 시험자료 정확도 검증  

ㅇ 한반도 주변해역 탄성파자료의 인공지능 해석 적용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획득된 탄성파자료에 대한 인공지능 해석 적용 및 이를 

통한 잠재적 지진 위험 예측을 위한 단층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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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최종성과물)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탄성파 해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법 설계

Ÿ 탄성파해석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법
분석

Ÿ 기존 기계학습 기법 분석
Ÿ 정량분석, 이미지분석 기법 분석

Ÿ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용법의 이론적
기초 확립

Ÿ 탄성파학습자료 DB
구축

Ÿ 기존 R&D 연구 결과 활용성
분석 및 해역별 자료 DB화

Ÿ 기존 축적되어 있는
대량의 탄성파자료
활용

Ÿ 탄성파해석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수립

Ÿ 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해석 Two-track
접근 (Multimodal, Ensemble)

Ÿ 융합형 인공지능
모델수립

탄성파해석
인공지능학습 및

지능형
해석시스템구축

Ÿ 탄성파해석단면
학습자료

Ÿ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처리 단면 생성 후 학습을
위한 해석 단면 확보

Ÿ 기존 탄성파자료 전처리 이후
자료처리 해석 단면 생성

Ÿ 기존 축적되어 있는
대량의 탄성파 탐사
자료 활용

Ÿ 인공지능 탄성파
해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

Ÿ 학습시스템의 개발
및 검증 작업

Ÿ 심층신경망기법을
활용한 탄성파 해석
학습시스템 개발

Ÿ 2-D, 3-D(빅데이터)의 해석
단면에 인공지능 기법 적용

Ÿ 기계학습 신뢰도
분석법 개발

Ÿ 학습 신뢰도 분석을 위한 자체
교차시험 및 정확도 검증

Ÿ 신뢰도 기준설정

실제 탄성파자료에
대한 인공지능 해석

적용

Ÿ 한반도 주변해역
탄성파 자료에 대한
지능형 자료해석
결과제시

Ÿ 실해역 탐사자료 및 한반도
주변탄성파자료의 인공지능
탄성파자료해석시스템 적용

Ÿ 한반도 주변해역에
서의 지능형 단층
판별

연구논문 Ÿ SCI(E) 등재 논문 Ÿ 5편 이상

4.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 탄성파해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법 설계

- 기존 기계학습 및 통계기법 분석

- 정량분석법, 탄성파 이미지분석 기법의 적용성 분석 

- 탄성파 해석을 위한 융합형 인공지능 모델 수립 

- 기존 R&D 연구 결과 활용성 분석 및 해역별 자료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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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파 인공지능 해석 학습자료 준비

-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처리 해석단면 학습자료 생성

- 기존 탄성파자료 전처리 이후 자료처리 해석 단면 확보 

○ 인공지능 탄성파해석 학습시스템 개발

- 심층신경망기법을 활용한 탄성파 해석 시스템 개발 및 탄성파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

층 학습 적용

- 기계학습 신뢰도 분석을 위한 자체 교차시험 및 시험자료 정확도 검증

○ 한반도 주변해역 탄성파자료의 인공지능 해석 적용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획득된 탄성파자료에 대해 인공지능 해석 적용 및 이를 통한

단층판별

-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의 획득 및 신규 해석 단면의 학습시스템 적용

○ 연차별 추진로드맵

핵심기술 요소기술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Target 

성과물

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

파자료의 해

석기법 개발

연구

탄성파 해석

을 위한 인공

지능 기법 설

계

탄성파학습
자료 DB구축
탄성파해석
인공지능
모델수립

탄성파학습자료
DB보완

인공지능
모델 보완

탄성파자료 

학습DB

인공지능 모

델

탄성파해석

인공지능학습 

및 지능형 해

석시스템구축

인공지능 탄성파해석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탄

성파해석시

스템

실제 탄성파자

료에 대한 인공

지능 해석 적

용

실해역 탐사자료 및 

한반도 주변탄성파

자료의 인공지능 탄

성파자료해석시스템 

적용

한반도주변 

탄성파자료

에 대한 지

능형 자료해

석 결과

5. 기타 

ㅇ 과제제안요구서 (RFP) 상의 최종목표 및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연차별 연구개

발목표 및 정량적 성과목표/성과지표를 과제계획서에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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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기술적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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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검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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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검토의 목적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 및 세

부 기술단위의 범부처 혹은 부처별 추진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서 공공투자

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특히 각 정부부처는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분야 공공투자시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 부처별 연구개발 로드맵 등에 제시된 과제를 중심

으로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으로 기획단계에서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현행 관련 국가정책과의 부합

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술개발의 추진방향 혹은 성과물의 연계 등을 재검토함으로

서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기획연구의 주요 항목으로 진행됨

 ▫ 이번 기획연구는 ˈ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파자료 해석기법ˈ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술과 관련한 정책적 이슈를 해양과학기술분야 기초원천기술의 

확보, 해양영토주권 강화, 자원조사, 해저지질 등 해양공간 관리, 해양기인 자연재

해의 대응, 해양자원 탐사 및 관리 지원 등으로 설정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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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은 ˈ03차 기본계획(ˈ12~ˈ17)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국정방향을 

반영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ˈ18~ˈ22) 수립이 진행 중

 ▫ ˈ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ˈ를 비전으로 이를 달성

하기 위한 핵심적인 4대 전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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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1)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전략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 (전략3)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전략4)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그림 1-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안)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은 각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작성되고 있으나 1~3차 기본계획까지 과학기술의 역량강화, 과학기술을 통한 산

업활성화 등을 중심으로한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

서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ˈ16~ˈ18)에 따라서는 기술의 시장전망, 수준, 공공

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의 지표분석과 전문가 설문등을 통해 9대 분야별 중점 투

자 분야를 제시한바 있음

  - 동 중점 기술분야는 ①ICT·SW, ②생명·보건의료, ③에너지·자원, ④소재·나노, ⑤기계·
제조, ⑥농림수산·식품, ⑦우주·항공·해양, ⑧건설·교통, ⑨환경·기상분야로 각 분야별 



- 4 -

중점투자분야를 도출하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표 1-1]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른 기술분야별 중점투자 분야

중점 기술분야 중점투자분야 및 전략

ICT‧SW ∎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정보보안

생명‧보건의료
∎ 신약 및 의료기기
∎ 감염병 대응

에너지‧자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 비전통 석유‧가스자원 및 희토류 등 전략자원

소재‧나노
∎ 탄소‧나노 소재
∎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마트섬유, 차세대 태양전지

기계‧제조
∎ 제조기반기술, 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
∎ 로보틱스, 스마트공장, 고부가 차세대 선박

농림‧수산‧식품
∎ 식품, 축산‧수의
∎ 품종개발,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우주‧항공‧해양
∎ 무인기, 인공위성
∎ 선박교통관리체계, 해양 재난재해 대응

건설‧교통
∎ 사회기반구조물, 건축구조물, 철도교통
∎ 친환경공간개발, 수요자편의 주거환경 개선

환경‧기상
∎ 기후‧대기, 환경보건 및 예측
∎ 환경성 질환 대응, 유해물질 및 생활환경 관리기술

 ▫ 이번 기획연구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은 ③에너지‧자원 및 ⑦우주‧항공‧해
양 중점분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제에 해양‧수산의 미래산업화,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활용,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과제에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적인 연계성은 떨어지나 기후변화 대응력 강

화 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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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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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문 계획과 추진기술간의 정책 연계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ˈ14~ˈ22) 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최상위 해양수

산과학기술 정책계획으로 ˈ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형 해양과학기술ˈ을 

비전으로 3대 R&D 전략 및 12대 실행전략을 제시

  - (전략1)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역량 강화: 해양 예보시스템 개선 및 해양영토 광역 감시

망을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한 해양과학조사 역량 강화

   * 극한 공간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극지 및 대양 심해저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고 남․북극 과학 인프라 활용연구를 확대하며 국제협력을 다변화

  - (전략2)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개발 활성화: 국가 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에너지 복합플랜트 개발 및 미활용 에너지원 활

용 

   * 첨단 해양 장비산업 육성: 수중․심해저의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첨단 장비 및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해양레저 확산을 위해 레저장비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 항만․해운물류의 허브기능 고도화: 선박 대형화 추세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항만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운물류시스템의 효율화 및 항만운영 자동화 추진 

   *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산업화 촉진: 해양수산생물 유래 소재산업 육성 및 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발굴 및 관리시스템 체계화

   *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 확보: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경쟁력 확보 및 기자재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해저플랜트, LNG 벙커링, 서비스산업 등 신시장 진출 지원

   * 친환경선박 시장 선도: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규제에 대비하여 친환경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규제 선제대응을 통한 시장 선점 효과 창출

  - (전략3)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해양오염, 유해해양생물 등에 대한 

관리․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생태계다양성 보

전



- 6 -

   *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 확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연안지역 재해 피해

를 최소화하고 침식해안 관리를 체계화하며,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융

복합 시스템 개발

 ▫ 한편 ˈ18년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ˈ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ˈ 비
전 달성을 위해 ˈ강한 해양수산업으로 재도약ˈ을 제시하고 6대 정책 방향을 언급

  - (정책방향1) ˈ18년을 해운항만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도약

   * 해양산업 New Start, 항만운영 개혁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 거점화 추진

  - (정책방향2)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혁신형 해양수산업 창출

   * 스마트·친환경 해상물류 실현, 양식산업의 스마트화·고급화, M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해양수산 창업·벤처 활성화 추진

  - (정책방향3) 연안·어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 어촌 뉴딜 300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해양관광·레저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안지역 해상교통 선진화 추진

  - (정책방향4)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조성

   *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계 구

축,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 (정책방향5)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

   *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및 불법조업 대응, 해양사고 예방체계 구축, 해양재난·
재해 피해 예측 및 대응능력 강화

  - (정책방향6) 해양문화를 확산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신해양문화 확산 및 관련 인프라 확충, 해외 해양수산 자원 확보 및 대양·극지 

연구선도, 해양수산 국제 위상 강화

 ▫ 특히 인공지능 및 로봇을 활용하여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해양 자원 및 

에너지 탐색, 해양 예보시스템 개선 및 해양영토 광역 감시망을 구축 등 4차 산

업혁명기술 적용 신산업 발굴을 언급

  -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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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비 활용분야의 다양화 및 해저로봇 활용한 해양개발 네트워크 등을 차세대 핵

심기술로 선정하여 중자기 투자전략을 제시

  - 수중건설로봇 분야의 경우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비개발→성능시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 추진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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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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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상태이나 ˈ05년 수립된 MT 로드맵과 ˈ11년 2020 MT 로드맵은 모두 ˈ14
년 수립된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으로 수렴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음

 ▫ 각각의 계획에서 제시된 최우선 추진과제를 이번 기획에서 제시된 추진기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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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관점에서 보면 국가관할해역 내에서의 관측 역량강화를 통한 해양영토주권 

강화, 연안재해의 대응, 해저자원 탐사 및 개발 등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음

 ▫ ˈ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후 산업부처로서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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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필수적인 공공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전략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획연구에서의 제시된 추진기술을 포함한 과 ˈ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역량 

강화ˈ 분야에서는 관할해역 지질‧지체구조 등에 대한 정밀 측량 등을 통한 해양경

계획정에 대비하고 확보된 정보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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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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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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술의 정책 부합성

 ▫ 앞서 국가상위계획 및 해양수산부문 계획과의 정책연계성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기획연구에서 제시된 ˈ인공지능 탄성파자료 해석기법ˈ은 해양영토의 효

율적인 관리, 해양기인 자연재해의 대응, 해양자원 탐사 등의 핵심적인 요소기술

로서 관련 정책방향과 명확히 연계되어있음 

 ▫ 특히 해양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관할해역 내 해양과학적 정보의 확보‧축적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투자해야할 핵심적인 공공기반 기술임과 동시에 정책

적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로서 연구개발의 추진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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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검토 개요

 ▫ 기술적 타당성분석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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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주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다만 본 기획연구에서는 이미 국내외 기술동향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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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투자 효율성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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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및 유사중복과제의 배제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R&D 추진 기술과의 중복성 회피전략은 신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정책적 타

당성과 더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제시된 중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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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으로 유사과제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음

 ▫ 유사중복과제의 검토 시 대분류 혹은 중분류 기술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한 

세부 기술단위까지를 검토하여 기존 탐사기술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안기

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술적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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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를 검색해본 결과 총 5건의 과제가 검색되었으며(개념정립 단계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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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 NTIS 검색을 통한 관련 과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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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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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연안의 신기 지진활동 분석 
KIOST

(ˈ12~ˈ15) 105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차원 대용량 탄성파자료처리를 위한 

공통반사표면법 기반의 지하구조분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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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ˈ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ˈ로 11년도부터 진행되어 현재 2단계(ˈ16~ˈ20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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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주변국(일‧중 등)과의 최적/최대 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한 관할해역내의 해

양지질 및 해저자원을 탐색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과제에서는 심부탐사용 3차원탐사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기획에서 제시하

고 있는 고해상‧고화질 3차원 해저공간 입체정보 획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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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임

▫ 본 기획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기존 저비용‧저해상 2차원적 공간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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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역으로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해저기인 지질재해요소(해저지진, 

해저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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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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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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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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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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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온 지구조 및 심해저광물탐사 사업, 이

산화탄소지중저장(CCS)과 더불어 최근에는 인도양 해양열수지역에 대한 탐사 및 

환경이해와 관련된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활용성은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됨

[표 1-4] 기획연구의 대상기술과 활용·연계 가능한 해양수산 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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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경제적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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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연구기획의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그동안 많은 양의 탄성파 자료들을 획득하여 축적하였

으며, 보고서나 논문들에서 이들 자료들을 해석한 결과를 많이 게재 

 ▫ 그러나 기술, 인력,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해석결과는 대부분 전체정보를 반영

되지 못하고 대부분 핵심내용들을 요약한 것임

 ▫ 이러한 요약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기도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료들

을 다시 처리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석시스템은 빠른 시간 안에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종합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줌

 ▫ 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해석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인 

“강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기반연구가 될 수 있음

 ▫ 특히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주변 활성단층의 파악을 위해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연구기획의 주요 내용

 ▫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파악

  - 인공지능을 활용한 탄성파자료의 적용 연구에 대하여 외국의 연구사례를 정리하

고 국내의 현황을 정리

 ▫ 탄성파자료해석 기술 및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분석

 ▫ 기계학습을 이용한 탄성파 자료의 해석기법 분석

  - 다중속성분석 기술 연구

  - 컨벌류션 신경망을 이용한 분석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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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탄성파자료해석 기술 응용분야 연구

  - 해저기인 자연재해에 적중 

  - 해저 퇴적층 기초 연구 및 해저 자원 탐사·개발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파급효과 

 ▫ 기대효과

  - 지능형 탄성파 자료 해석시스템의 기술 선도

  - 한반도 주변 연안 위험요소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인공지능형 탄성파 해석기법 개발연구의 국가 R&D 사업화

 ▫ 공공적 파급효과

  -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해석의 초기 시도로서 타 분야 과학

자료의 인공지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 인공지능의 미래 지향점 중의 하나인 “과학전문지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제

공

(2) 편익 추정

가. 경제적 가치 추정의 일반 이론

 경제학적 접근 방법론의 특징

 ▫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은 크게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

법으로 구분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석 대상 재화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

해서는 경제적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제학적 접근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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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제학적 기법 적용의 제약성

 ▫ 비경제학적 기법은 적용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약성이 존재하며, 결과의 

활용이란 관점에서도 제약적 

 ▫ 예를 들어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곡

선 접근법이나 부가가치 접근법과 같은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국내외 분석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편익이전

(benefit transfer)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 예를 들어 외국에서 측정한 편익을 구매력지수와 분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한 값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왜곡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용과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 

 ▫ 한편 편익이전 기법 적용도 용이하지 않다면 대체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구한 

값을 편익의 대용 값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경제학적 기법 적용의 특징 및 장점

 ▫ 경제학적 접근법은 크게 현시선호 접근법과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분

[표 2-1]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론

구  분 현시선호 평가법 진술선호 평가법

직접적 추정법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조건부 가치측정법

간접적 추정법
헤도닉 가격기법
여행비용 평가법
회피행동 모형

선택실험법

특징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

사후적 평가법
가상적 시장 이용
사전적 평가법

 ▫ 현시선호 접근법은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관심대상 비시

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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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선호 접근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선호에 대해 경제주체에게 직접 물어보고 

응답을 이끌어내어 분석함으로써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

 ▫ 현시선호 접근법은 적용대상에 있어서 제약성이 크며, 이론적인 관점에서 과대추

정 혹은 과소추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실증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한 값이 현시선호 접

근법의 적용을 통해 구한 값보다 작은 경우가 흔히 관측

 ▫ 따라서 사전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나 판단

해야하는 재화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적용해야 함

 ▫ 특히 경제적학 기법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 또는 생산자 잉여 등 거래행위 속

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방법론으로서 분석 대상 재화 또는 사업

의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경제적 가치의 정의

 ▫ 경제적 가치란 화폐단위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적 개념에 근거

 ▫ 경제적 의미의 가치는 신고전학파(neo-classical)의 후생경제학에 근거하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은 개인들이 자신의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데 있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각 개인의 후생 수준은 자신이 가장 잘 판단 

 잠재적 비시장재 소비에 따른 경제적 가치

 ▫ 각 개인의 후생은 자신의 시장재 소비뿐만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인 비시장재(non-market goods)의 소비에도 의존

 ▫ 환경재의 질이나 양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그 변화가 인간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

 ▫ 이 경제적 가치는 다른 종의 생존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을 포함 

 ▫ 경제적 가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비사용가치의 근원이 되는 이타적(altruistic), 

윤리적(ethical) 관심도 경제적 가치에 포함

 비시장재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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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시장적 가치의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시선호접근법, 진술선호접근법 등

의 추정방법론을 적용

 ▫ 직접적인 시장자료가 없다면 비시장재화와 연관이 있는 대리시장(surrogate marke

t)을 찾아서 간접적인 시장을 분석해내는 현시선호접근법(revealed reference appr

oach)을 적용할 수 있음

 ▫ 현시선호접근법은 사후적(ex post)·간접적 접근법이므로 적용대상의 제약이 존재  

 ▫ 대리시장의 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을 경우,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선호도를 조

사하는 진술선호접근법을 적용 

 ▫ 진술선호접근법은 사전적(ex ante)·직접적 접근법으로 적용대상의 제약이 거의 

없는 상황 

 ▫ 진술선호접근법에는 소비자에게 선호를 직접 물어보는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c

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선호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선택실험법(Choice Ex

periment)이 있음

 ▫ 진술선호접근법은 현시선호접근법에 비해 적용상의 제약이 적고, 이론적으로도 우

수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존재

 사용가치의 성격 및 특징 

 ▫ 비시장재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

 ▫ 사용가치는 인류가 현재의 생산 및 소비 행위에 환경을 직접 연관시킴으로써 발

생하는 가치

 ▫ 예컨대 수질개선으로 어종이 늘어난 강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나 산 속의 맑은 공기에서 느껴지는 쾌적함과 결부된 가치를 의미 

 비사용가치의 성격 및 특징

 ▫ 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의미

  - 비사용가치는 크게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

equest value)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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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가치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비시장재화가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환경을 지금 훼손하게 되면 미래의 선택 폭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그 만큼의 비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 존재가치란 대상 자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이 사람들과 대상 자원과의 어떠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전제  

 ▫ 예를 들어, 따라서 어떤 환경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고 미래에도 이용할 의사

가 없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존

재가치라 함

 ▫ 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탄성파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의 시현이 앞으로도 활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탄성파 자체의 연구가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가치를 느낀다면, 이 사람은 본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 유산가치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해양의 산성화가 이후의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어 현재 자신의 소비를 줄여 해양 산성화를 줄일 수 있는 기금조성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기금에 내고자 하는 금액을 유산가치로 볼 수 있음

 현시선호 평가법 vs 진술선호 평가법

 ▫ 경제적 추정 방법론 개요

  - 비시장재화의 질 변화 혹은 추가적 공급에 대한 개개인의 후생변화를 화폐단위

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재화의 직접적인 거래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

로, 시장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편익을 추정하거나 가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야 함 

  -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선호를 바탕으로, 즉 현시된 선호(revealed preferenc

e)에 기반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전자의 방법을 현시선호 평가법이

라 할 수 있음

  - 현시된 선호를 관측하기 어려울 때나 그 선호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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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시장에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그 상황에서 가상적인 거래를 어떻게 할지

를 질문하고 이에 대해 대답한 선호, 즉 진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이용

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진술선호 평가법이라 통칭 

  - 본 방법의 대표적 방법론은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이 대표적이며, 조건

부 가치측정법은 편익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직접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선택실험법은 간접적으로 편익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 접근법이

라고 할 수 있음

▫ 헤도닉 가격기법

  - 본 기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그 대체

시장으로서 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을 이용하여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에 반영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 

  - 사람들은 은연중에 깨끗한 물이나, 아름다운 경치 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가치가 특정 상품의 가격에 내포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면, 공기 좋은 곳의 부동산 값은 공기가 나쁜 곳의 부동산 값에 비해서 

비싸짐

  - 즉, 깨끗한 환경의 가치가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 헤도닉 가격기법은 이러한 차이에 착안하여 특정 재화에 대해 시장에서 직접 거

래되지 않는 어떤 요인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가 재화 

구매를 결정하고 가격을 지불할 때 간주하였을 가능한 모든 속성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속성에 대해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

 ▫ 여행비용 접근법 

  - 여행비용 접근법(TCM, travel cost method)은 Hotelling(1947)에 의해 처음 제안되

었으며, 여행객이 여행할 때 소요된 비용을 휴양지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고 제시

  - 이후 Clawson(1959)와 Clawson and Knetsch(1966)에 의해 실증모형이 개발되었고, 

그 이후 TCM은 주로 휴양지와 관련된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대해 널리 사용

되어 옴

  - 여행비용 접근법은 휴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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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사회경제적 변수, 여러 휴양지에 대한 방문 횟수,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

행비용과 같은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여행비용을 계산하며, 여러 관련된 요소와 함께 방문횟

수를 계산하여 여행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하며 그 다음 단계로 휴양지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거나 더 나아가 휴양지 특성의 변화에 대한 가치도 추정 

  - 본 방법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주로 

등산, 낚시, 사냥, 숲의 이용 등 야외 여가활동과 관련된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가치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

▫ 조건부 가치측정법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constru

cted market)을 가상으로 혹은 실제로 만들어 지불의사액(WTP)이나 수용의사액

(WTA)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론을 의미

  -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에서 사용되는 가상적인 시

장은 실험시장(experimental market) 혹은 모의시장(simulated market)이라 불리기

도 하는데, 중요한 특징은 시장이 가상적이든, 모의적이든 간에 시장의 참여자들

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면밀하게 도출하는게 중요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사람들이 특정 공공재나 비시장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 지불수단과 질문 원칙, 지불의사 유도 방법 

등 적용이 엄밀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CVM의 적용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현재, 국가 및 지방재정 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규모 비정형사업들의 경우 대

부분 CVM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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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론

 연구개발 활동의 파급효과 분류

▫ 편익 추정의 단위는 개별 사업이고 평가 대상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평

가결과를 도출하는데,

▫ 사업 전후(before and after)가 아닌 시행 유무(with or without) 비교를 통하여 사

회 후생의 차이를 분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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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 결과물을 의미

▫ 미시경제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증

가분 또는 생산자 잉여 증가분 등으로 정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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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를 파급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면, 지식파급, 시장파급, 네트워크 파급 

등으로 구분 가능

  - 지식파급은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시장파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을 의미

  - 네트워크 파급은 관련 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하는 효과는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에 한정

 -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은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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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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
○ 추가기능의 구비, 가격의 인하, 저렴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
○ 계측 가능
○ 화폐환산 가능

○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편익 분석에 반영

네트워크
파급

(Networ
 spillovers)

○ 관련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가능케 함
○ 각각 기술들의 개발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개별 주체별로 투자를 망설임
○ 계측 불가
○ 화폐환산 불가

○ 경제적 타당성에서 미반영
○ 정책적 타당성의 특수평가항목에서 
   반영 가능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1판)』

[표 2-2] 연구개발활동 파급 분류와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연구개발 활동의 편익 추정의 장애요소

 ▫ 연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비투자 재정사업이자 비정형 사업에 해당

 ▫ 이에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가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KISTEP(2011)과 OECD(2007)1)은 다음과 같이 편

익 추정의 어려움을 진단

  - 투자 및 성과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고 편익을 누리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식별하는 것이 어려움

  - 파급효과의 전달경로가 다양하고 시차를 두고 시현하는 과정도 발생

  - 편익의 화폐환산화가 어려움

1) OECD(2007), 『Acc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Framework Programme』, OECD DSTI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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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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 

 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 편익 항목

 ▫ KISTEP(2016)2)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

  - 가치창출편익은 크게 소비자 중심 편익과 생산자 중심 편익으로 대별

  - 소비자 중심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식

별하고 생산자 중심 편익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식별하는 것임

  - 비용저감편익은 생산비용 저감 편익과 피해비용저감 편익으로 구분

  - 생산비용 저감 편익은 자원비용, 공정비용, 연구장비 사용비용 등의 각종 생산비

용 저감의 가치를 식별

  - 피해비용저감 편익은 재난 및 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

의 저감을 의미

  - 한편, 각 과학기술 지식의 증대 및 관련 파급효과는 가치창출 요소로 분석될 수 

있으나 실제 타당성조사시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2-1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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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예비타당성조사시 반영되는 편익 항목 구분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분석을 위한 기준선 분석 원칙

 ▫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무에 다라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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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 첫째,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 둘째, 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해야 함 

  - 셋째, 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 수준을 적절히 결정해야 함

  - 넷째, 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설

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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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운 사항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

에 적용된 가정의 목록을 제시하고 값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준선 분석결과의 재

현성을 확보해야 하고 적용된 가정과 더불어 경쟁기술의 발전 추이, 해당 기술

의 요소 중 불확실한 부분 등과 같이 논의를 통해 제외되는 가정도 있게 되는데 

제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구분 예비타당성조사시 편익 반영 예비타당성조사시 편익 미반영

가치
창출
편익

ㅇ 소비자 중심 편익
  -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후생경제학에 근거)
ㅇ 생산자 중심 편익
  -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i.e. 시장수요 접근법)

ㅇ 과학기술 지식
   (논문, 특허 등)†
ㅇ 과학기술자의 교육훈련
ㅇ 지역개발효과
ㅇ 지역산업구조 개편
ㅇ 생산 유발효과

ㅇ 부가가치 유발효과
ㅇ 고용 유발효과
ㅇ 수입 유발효과
ㅇ 수출 유발효과
ㅇ 소득 분배효과
ㅇ 취업 유발효과

비용
저감
편익

ㅇ 생산비용저감
  - 자원비용, 공정비용, 연구장비 사용비용, 
    출장비용 등 각종 생산비용의 저감
ㅇ 피해비용저감 편익
  - 재난·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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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째, 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가

정들을 준용해야 함

준수 사항 설 명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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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사업 시행과 미시행 경우의 비교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변수들의 식별은 결과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필
요

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적절히 결정할 것

기준선에 대한 분석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연결시키는
모형을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
정 도입으로 진행됨. 즉, 자료의 수준, 모형의 수준, 가정의 수준 등이 기준
선 분석 결과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예비
타당성조사 기간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함

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기준선 분석은 현재 상태 및 미래에 대한 예측분석이므로 확보가 어려운 사
항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됨.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
에 적용된 가정의 목록을 제시하고 값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준선 분석결과
의 재현성을 확보해야 함. 적용된 가정과 더불어 경쟁기술의 발전 추이, 해
당 기술의 요소 중 불확실한 부분 등과 같이 논의를 통해 제외되는 가정도 
있게 되는데 제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

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선 분석의 시점은 사업 착수 시점이며 종료시점은 경
제적 타당성 분석의 기간과 동일함. 종료시점의 설정은 사업 추진을 통한 
효과 발생의 지연 및 지속과 관련된 사항임

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할 것

불확실한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함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가정들을 적용할 것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경우, 비용효과 분석
에서 다수의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준선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1판)』

[표 2-4]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조사에서 기준선 분석시 준수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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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시장 수요 진단 가능성, 대리시장 존재 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용효과분석 또는 비용편익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그림 2-2]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연구개발 내용 검토, 편익구도 수립, 경제성 분석 

수행 순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사업 내용의 특징 분석과 최종적인 기대효과

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

[그림 2-3]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연구개발 내용 검토 편익 구도 수립 경제성 분석 수행

기술트리 구조, 핵심 기술 현황 
검토 및 관련 정량 자료 확보

기술 특성에 따른 정(+)의 가치 
증가분, 부(-)의 가치 감소분 식
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최신 
사례 준용 노력 지속

정책시급성, 기술실현가능성, 사
업화가능성 검토

정량화 가능성 연계 편익 최종 
구도 수립

B/C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 및 기술
중복성 여부 등 추가 검토

사업목표 

분석

시장수요로

부터의 

계량화 

가능성 판단

No 대리시장 

존재 조사

No
진술선호접근

법 적용 가능 

검토

No

효과 추정
비용효과 

분석

      Yes       Yes       Yes

편익항목 

도출

수요 추정 

및 가격 

추정

현시선호 

접근법 적용

진술선호 

접근법 적용

No

비용편익 

분석객관성 및 

중복 계산 

검토

편익 추정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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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분석 결과

(1) 편익 추정 결과

 연구 기대 효과를 통한 편익 항목 도출

 ▫ 편익항목은 연구사업의 개요 중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식별 가능

한 편익항목을 도출

 ▫ 인공지능 기반 탄성파 해석 기술연구는 지질정보의 예측과 활용 부문을 개선하는 

효과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

 ▫ 탄성파 해석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최종수요 측면에서 자원탐사 및 지진 예측 부

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본 연구의 편익으로 해저 자원탐사비용 절감효과 편익과 지질재해 위험감

소 편익을 검토할 수 있음

 주요 편익 항목의 개요

 ▫ 지질정보 활용 편익

  - 지질정보의 확보 및 공급은 자원개발정책과 지역개발계획의 의사결정, 지하자원탐

사, 폐기물간리, 환경영향평가 및 연구, 교육, 관광, 국방 등의 부분에서 경제적․사
회적 편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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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산업 및 국방 정책 수립 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 없이

는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계획이 어렵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가져와 막대

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해저면과 지질구조 정보부재로 인해 선박좌초, 해저광케이블 훼손과 같은 재

해 위험이 존재하며, 그리고 천부 가스층 분포지역에서는 어로행위나 구조물 설치 

등 인위적인 해저면 변화에 따른 가스 폭발의 위험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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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본 연구와 같이 해저지질에 대한 연구는 국가 정책 수립에 이용하는 것 이외

에 지질정보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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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질재해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함

 ▫ 자원탐사 비용절감 편익 

  - 자원개발은 탐사, 시추, 개발, 생산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중 해저지반

구조의 정확도를 높여 자원개발시 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하

는 편익을 의미

[표 2-5] 편익 항목 개요

편익 항목 내용 반영

지질정보 활용 편익
다양한 해저 지질 특성 및 정보 활용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및 해저 자연재해 위험감소
반영

해저 자원탐사비용 절감 편익
해저 자원 탐사 정확성 증대 및 시추 회수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미반영

 ▫ 편익 항목 중 자원탐사비용 절감 편익은 현재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반영하지 않

음

  - 자원탐사비용 절감편익은 해저 지질정보 정보 활용 편익이 포함하고 있는 지하자

원 탐사, 폐기물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부분과 편익이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 탐사비용 절감 비용 등을 추정하기 위한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

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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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정보 활용 편익의 개요

 ▫ 지질정보 활용 편익은 ‘정보’라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가치를 도출해 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지질정보가 갖는 공공성으로 인하여 편익을 추정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

 ▫ 그러나 『지질자원정보의 가치평가 및 기술국제화연구』(김광은 등, 2006)에서 지

질정보에 대한 정량적 가치평가를 수행한 바 있음

 ▫ 김광은(2006)의 연구에서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모델은 영국지질연구소(British Geol

ogical Survey)의 R. A. Ellison and R. Calow(1996)3)가 이용한 BGS 모델을 활용함

 ▫ 김광은(2006)의 연구는 지질정보의 편익요소로 자원개발정책 및 관리 의사결정 기

여가치, 광산물 총 산출액의 기여가치, 폐기물 관리시설 관련 기여가치, 환경영향

평가사업에의 기여, 지하수자원 조사 및 개발에의 기여, 지역개발계획 의사결정 

시 지질정보의 가치, 연안관리,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였으며, 총 편익은 연간 62,294백만원으로 추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지질조사소(1996)의 연구와 김광은(2006)4)에 근거하여 

해저 지질정보와 관련 있는 연안관리 기여가치를 지질정보 활용 편익으로 반영함

 ▫ 이외에도 지질정보의 편익을 산정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 Ellison R. A. and R. Calow(1996), The Economic Valuation of BGS Geological Mapping in the UK, British  

Geological Survey.

4) 김광은(2006), 지질자원기술정보 가치평가 및 기술국제화연구,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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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지질정보 편익에 대한 국내외 사례연구

접근법 연구자 결과 평가금액
원화 환산 
평가금액1)

(단위 : 백만원)

지질 정보의 
피해비용

Garica-Cortés et 
al.(2005)

지층지도작성프로그램의
순편익 

1.25~3.34백만  
유로

2,176~5,815

Bernknopf  et al.(2007) 최신  지도의 순 편익
0.4~13.4백만  
캐나다 달러

417~13,965

지구 관측 및 
공간 데이터 

구조

ACIL-Tasman(2008)
(2006~2007년)공간 
정보의 누적 이득

64.3~125.7억  
호주달러

6,430,383
~12,57,075

ACIL-Tasman(2009)
(2008년)공간정보의 사용 

이득
16.81억  

뉴질댈드 달러
1,526,700

Bouma et al.(2009)
수자원  관리분야에서 
인공위성 지리정보의 

연간 편익
0.24백만  유로 360

Castelein et al.(2010)
네덜란드  지리정보의 

가치
14억  유로 1,975,555

Cragliaand and 
Campagna(2010,   2012)

연간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3백만  유로 4,179

Miller et al.(2013)
Landsat 이미지의 연간 

총 편익
20~22억  미국 

달러
2,257,238

~ 2,482,962

AHP 신중호 외(2005)
지질도 및 지질정보의 

가치

4조  
1,286억원~5조89

84억원

5,417,136
~ 7,739,291

주 : 1) 2017년 12월 기준 환율과 물가보정을 이용함

자료 : Elisabeth, H. and S. Patrik(2015), The economic value of geological information :      

Synthesi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Resources Policy43, pp.91-100

      신중호(2005), 지질자원기술정보 가치평가 및 기술국제화 연구, 과학기술부

 지질정보 활용 편익

 ▫ 본 연구에서는 지질정보 활용 편익은 영국지질조사소(1996)와 김광은(2006)의 연구

를 준용하여 연안관리 지질도의 기여가치를 지질정보 활용 편익으로 반영함

지질정보 활용 편익 = 연안정비사업 추진 총 사업비 × 지질도의 기여가치

 ▫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안)(국토해양부, 2012)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97건에 2조5,052억원을 연안정비에 투입할 예정으로 이 금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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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도의 기여가치는 영국지질조사소(1996)와 김광은(2006)의 연구를 준용하여 0.0

5%로 함

 ▫ 이를 바탕으로 지질정보 활용 편익 분석 결과, 연간 1.25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지질정보 활용 편익

연안관리 연간 사업비
(억원)

지질도의 기여가치 지질정보 활용 편익(억원/년)

2,505 0.05% 1.25

(2) 경제성 분석 개요

 경제성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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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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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함

 경제성 분석 기법 비교

 ▫ 경제성 분석 기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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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경제성 분석 기법

분석기법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  율

∙이해 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비용편익 발생기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수익률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치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제

순현재가치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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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함

편익․비용비율  
  







  






여기서,  : 편익의 당해 연도 값

 : 비용의 당해 연도 값

 : 할인율(이자율)

 : 내구년도(분석년도)

 

 ▫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이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

인율 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

제성이 있다고 판단

내부수익률 
  






 
  






 ▫ 순현재가치 :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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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

성이 있다고 판단

순현재가치  
  






 
  






 경제성 분석 시 고려 사항

 ▫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

는데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비용은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사용된 비용

을 계상하는 반면 편익은 회수방법을 통한 실제수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

으로 함

 ▫ 본 사업이 추진되면, 3년의 연구기간(2018년~20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구 완료 후 사업의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편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분석기간은 기술수명주기인 8년으로 함

 ▫ 연구개발 사업은, 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연구개발

사업후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함

 경제성 분석 시 전제

 ▫ 사회적 할인율

  - 비용과 편익의 미래 흐름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원의 기회비용, 

즉 투자사업에 사용된 자본이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

익을 추정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혹은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시간의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냄

  - 할인율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특정 건설사업이 정부에 의

해 주도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

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에 근거한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

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이며 정부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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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업의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임

  -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

률, 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용하

고 있어 데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은 기획재정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안」에 의거하여 4.5% 적용

▫ 기술수명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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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등록 특허 155만 여건의 

인용정보를 이용해 국제특허분류(IPC) 클래스별 기술수명주기 중위수 (median)를 

산정하여 제시한 바, 이에 근거하여 편익발생 기간을 결정해야 함

  - 이승규(2011)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개발사업의 관련 학문인 물리학과 섹션 전기

와 연관이 있으며, 이들 분야의 기술수명주기는 평균 7.5년임 

  - 기술수명주기는 편익발생기간과 연동되며 분 분석은 특허 기술별 연구의 평균값

과 유사하게 물리학과 섹션 전기의 기술수명주기의 평균값의 평균인 7.5년을 편

익 발생기간을 규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8년으로 함

[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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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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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의 추정

▫ 연구비 총액은 6억원으로, 연차별 연구비는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매년 2억으로 

가정함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260으로서 본 연구개발사업은 경제적으로 타

당한 것으로 분석

 ▫ 추후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탄성파자료의 활용가치가 추가

로 식별되고 기초과학적 연구의 수월성이 높아지면 본 편익-비용비율은 변화될 

수 있음

 ▫ 내부수익율은 8.10%이며, 순현재가치는 1.430억원인 것으로 분석

구 분 분석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 (억원) 6.928

총 비용의 현재가치 (억원) 5.498

순현재가치 (억원) 1.430

편익-비용 비율 1.260

내부수익률(IRR) 8.10%

[표 2-10]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민감도 분석

 ▫ 편익 및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20%까지 10%p

씩 변화시킴

 ▫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 39 -

구 분
변화율

(%) 

총편익의
현재가치

(억원)

총비용의
현재가치

(억원)

순현재가치
(억원)

B/C

편익의 변화

-20% 5.543 5.498 0.045 1.008

-10% 6.235 5.498 0.738 1.134

0% 6.928 5.498 1.430 1.260

10% 7.621 5.498 2.123 1.386

20% 8.314 5.498 2.816 1.512

비용의 변화

-20% 6.928 4.398 2.530 1.575

-10% 6.928 4.948 1.980 1.400

0% 6.928 5.498 1.430 1.260

10% 6.928 6.048 0.881 1.146

20% 6.928 6.598 0.331 1.050

[표 2-11] 민감도 분석 결과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입

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

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