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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 오일-가스 개발을 위한 플랜트 산업은 많은 장비들을 설계 및 배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산업이며, 최근 동
향을 보면 생산설비가 해저면(Subsea)쪽으로 증대되고 있다. 해양이라는 특성상 한번 설치되면 변경하기가 용이하지가 않
으므로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시추정 개수, 위치 및 심도, 생산관 직경, 생산 시 관막힘 또는 손상 등의 생산 및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해저에 설치되는 장비들의 안정성과 효과적인 생산운영을 위한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을 근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법으로 해양탐사를 본 해설에서 다루고자 한다. 먼저 해양 오일
-가스 개발을 위한 플랜트장비들을 요약하고, 오일-가스 해양플랜트 설계 및 설치 단계에서 해양탐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해외사례를 통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해양 오일-가스 플랜트에 적용될 수 있는 해양
탐사기법에 대한 이해와 향후 이 분야에 필요한 국내 해양탐사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해양플랜트, 해양탐사, 탄성파탐사, 오일-가스 개발

Abstract: Because offshore plant industry needs to design, deploy and operate much of equipment especially, the latest
trend shows the install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is augmented in the subsea. The installed facilities are very difficult
to be repaired or changed because they are located in the subsea. For solving these problems, both the directly related
information of the production like the optimal number, position and depth of wells and the distribution for effective
operation and safety of equipment of subsea should be considered at the preliminary stage of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The marine exploration is introduced in this paper for providing the fundamental technology to
answer the questions related to above considering points. First, some kinds of the offshore plant facilities are enumerated
and aims of marine exploration for the offshore oil/gas development are summarized. In addition to it, the main roles
of marine survey, in the step of designing and installing offshore oil-gas plant, development are briefly listed. And then
foreign examples are shown to help the reader’s understand. This paper is hoped to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marine exploration that can be applied to offshore oil/gas plant and to be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domestic
techniques in this field for the future.

Keywords: Offshore plant, Marine survey, Seismic exploration, Oil-gas development

서 론

해양플랜트는 시추, 자원 생산 등의 해양자원 개발에 필요한

해상 및 해저 장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양플랜트 산업은

해양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건조, 설치,

공급하는 산업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심해 석유

자원 개발의 수요증가로 관련 기술의 확보 및 개발이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하나의 기능만을 갖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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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용에서 시추/생산/저장 등이 동시에 가능한 다목적용 해양

구조물 개발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성장

세가 예상되는데,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1,450억 달러에서

2020년 3,275억 달러, 2030년 5,040억 달러로 연평균 6.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ERI, 2012). 

본 고에서 해양플랜트는 해양자원 중 오일-가스 또는 석유-

가스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오일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해양플랜트가 담당하는 기

능을 간략히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추기(drilling

rig)나 시추선(drill ship)을 이용하여 유전을 굴착하여 유정

(well)을 만든다. 유정의 헤드(wellhead)에 설치된 해저트리

(tree, subsea tree, X-mas tree)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유량과 압

력을 조절 및 확보하고, 이송관(flowline)을 이용하여 유정유체

(well fluid)를 고정식 플랫폼이나 부유식 생산설비로 이송한

다음, 유정유체를 분리 및 정제하여 원유/가스를 생산한다. 생

산된 원유는 원유 수송선을 이용하여 운송되며, 가스수송은 주

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다. 거리가 멀 경우, 천연가스를 액화

하여 LNG로 수송하게 된다(Jang and Jang, 2013).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오일-가스 해양플랜트의 형태는

플랫폼 또는 선박의 형태로 해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으며, 시추용과 생산용 플랜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추

와 생산의 기능적인 분류 외에 해양플랜트는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탑사이드(topside, 플랫폼 및 선박 위)에 있는 장비들과

수중 그리고 해저(subsea, 해저면) 장비 및 설비들로 구분할 수

있다. 

탑사이드는 플랫폼 또는 선박에 탑재되어 석유 또는 가스가

발견된 곳, 즉 저류층(reservoir) 지역 해상에 설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저류층의 심도, 면적 등의 특성 그리고 유체가 오일인

지, 가스인지 혹은 복합적인 유체인지 등의 성질에 따라 구성

이 달라지므로, 저류층을 파악하는 기술이 플랜트 설계에 필수

적이다. 

최근에는 해저 시스템을 이용한 오일-가스 개발도 활발해지

고 있는데, 해저면에 놓여지는 장비들은 그 위치가 장시간 장

비를 설치·운용하여도 안전한가에 대한 정보와 어떠한 경로

와 배열로 설치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

하여 기본 설계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근본

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인 해양탐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일-가

스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하였고, 각 기능별 대표적인 장비와 역할에 대해 수록하였

다. 본 해설에서는 해수면과 해저면을 기준으로 위치별로 해양

플랜트 시스템을 구분하여 장비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각 장비의 안전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각각의 다른 탐사음

원을 이용한 탐사자료가 요구되는 해양탐사 측면을 고려한 것

이다. 그리고 해양플랜트에서 해양탐사가 담당해야 할 주 역할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하였다. 또한 여기에 해외의 해양

플랜트 설계 및 설치를 위한 탐사 순서와 시추관련 가이드라

인 등 사례를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해양 생산플랜트

해양 생산플랜트 구성

해양플랜트 설비들은 생산(production)된 유체를 처리

(processing) 및 저장(storage)하는 모든 설비들을 통칭하는 것

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기본 생산 구조물 외에 수중으로 연결

되어 해저면의 장비들까지를 총칭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시스

템을 고려하여 해양 플랜트 설비를 구분하는 경우 Fig. 1과 같

이 4가지로 대분할 수 있는데, 1) Surface Structure (Fixed or
Floating) System, 2) Topside Processing System, 3) Flowline/

Pipeline/Riser System, 4) Subsea System이다(Lee, 2011). 

1) Surface Structure System은 시추용 및 생산용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시추용으로는 잭업플랫폼(jack-Up), 반잠수식플랫폼(semi-

submersible), 시추선(drillship) 등이 있으며, 생산용으로는 고

정식플랫폼(fixed Platform),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U (Floating Production Unit) 을 먼저 떠올

리게 된다(Fig. 2).

잭업플랫폼은 고정식으로 철골 사다리 형태를 해저지반에

고정시키고 해수면의 고도에 맞게 이동식으로 위아래로 움직

이는 플랫폼 형태이고, 반잠수식 플랫폼은 하부 기둥의 일부분

이 해수에 잠기는 플랫폼 형태로 해수면 하부에 두 개의 수평

방향의 수상플렛폼(pontoon) 또는 링(ring) 형태의 부유체가 부

력을 제공한다. 드릴쉽은 선박의 중간에 시추를 할 수 있는 시

추장비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유정탑(derrick) 그리고 파이프

를 연결 및 제어할 수 있는 장비들을 탑재한 일종의 선박형태

시추장비라고 할 수 있다. 

고정식플랫폼은 해저지면에 하부구조물(콘크리트, 자켓, 타

원 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 상부 생산설비(topside)을 얹어놓는

생산플랜트이고, 부유식원유생산/저장설비(FPSO)의 경우에는

Fig. 1. Components of Offshore Production System (Le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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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에 떠서 원유를 추출하고 배 밑의 거대한 탱크에 저장했

다가 셔틀탱커와 같은 운반선을 통해 저장한 기름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형태이며, FPU는 부유식 원유-가스 생산설비

로 하부구조(hull)의 형상이나 계류(Mooring) 방법 차이에 따

라 TLP, SPAR, 반잠수식 타입 등으로 구분된다.

2) Topside Processing System(탑사이드 처리 시스템)은 순

수한 석유나 가스를 취득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으로, 주된 해

양 탑사이드 공정은 유정의 유체를 가스/원유/물로 분리한다

(Jang and Jang, 2013). 그리고 가스와 오일은 파이프라인으로

이송시키고, 물은 유정에 재 주입하거나 바다에 배출한다. 이

렇게 가스, 오일, 물로 분리하는 과정과 이때 불순물이 되는

물, 기타 무거운 탄화수소, 황성분과 염 이외에 원유에 포함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포함한 개념이 처리(processing)

이다. 주요 설비들은 생산정이 오일정인지 가스정인지에 따라

대분되며, 유체의 성분에 맞는 설비들로 구성되게 된다. 물과

오일 그리고 포함되어있는 가스를 분리하는 분리기(separator)

가 주요 시스템이 되며, 가스정의 경우는 운반하기 위하여 압

축하는 설비인 압축기(compressor) 및 기타 액화에 필요한 설

비들도 필수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분리기

와 압축기를 해저로 이동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3) Flowline/Pipeline/Riser System(이송관/파이프라인/라이저

시스템)은 유체가 이동하는 파이프를 의미한다. 때로는 구분

없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송관(Flowline)은 정제되지

않은 원유를 유정에서 해상 또는 해저의 정제시설까지 보내는

라인파이프를 의미하고, 파이프라인(pipeline)은 정제된 원유를

수송하는 라인파이프를 정의한다. 라이저(riser)는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탑사이드 쪽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수직으로 유체를

이동시키는 관을 의미한다. 최근의 해양플랜트업계에서는 이

송관은 해저면에 수평으로 설치된 라인파이프를, 라이저는 해

저면과 탑사이드를 연결하는 수직적으로 설치된 라인파이프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제시설이 해저에 있을 경

우와 해상에 있을 경우를 구분하여 플로우라인 라이저

(Flowline Riser)와 파이프라인 라이저(Pipeline Riser)로 세분

하여 부르기도 한다. 

4) Subsea System(해저 시스템)은 해저면에 설치하는 시스

템을 의미하는데, 대상 유전의 특성에 맞게 해저에 집유시설

및 정제시설을 설치하여, 플로우라인과 파이프라인 라이저로

Fig. 2. Classification of offshore plants.

Table 1. Components of offshore oil-gas plant.

Location Equipment Function or Definition

Top side

Drilling packages Seabed drilling. Assembly of derrick, mud circulating, Pipe handling system, etc.
Production packages Assembly of oil and gas production equipment
Processing system Separate pure fluid and store/transport purified fluid

Underwater

Production riser A conduit that provides a temporary extension of a subsea well to a surface drilling facility in 
production of oil or gas

Drilling riser A conduit that provides a temporary extension of a subsea well to a surface drilling facility in drilling
Mooring system Secure vessel by means of cables, anchors, and dynamic positioning system
Umbilical Bundles of tubes and cables including chemical injection, hydraulic supply, electric power & signal, etc.

Subsea
(Seafloor)

Wellhead Tree Control the flow rate and pressure in the wellhead. Assembly of valves, spools, and fittings
BOP Blowout Preventer
Manifold Collects product from multiple trees
Separator Separate oil from one or all of the coproduced products including water, solids, and gas
Pump(Booster) Pumping fluid for boosting of the reservoir flow
Compressor Compressing gas for boosting(re-injection to the well) or transportation 
Multiphase pump Transport mixture fluids of oil, water, and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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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를 해상플랫폼까지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의 구분을 간략하게 위치 측면에서의 큰 시스템으로 구

분하여 보면, 생산구조물 위와 수중 그리고 해저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Table 1과 같다. 여기서 해저면에 놓여

지는 시스템은 표에 있는 탑사이드 장비 중 생산(production)

과 처리(processing) 기능 중 일부가 해저면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으며, 해저면의 높은 압력을 견뎌내고 해저면에서 작

동을 하여야 하므로 설치 및 운영에 각별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을 배열하고 설치하는 부지에 대한 안정

성을 확보하는 데에 다양한 정보들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보들

을 해양탐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해저 시스템(Subsea system) 

해저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처리 및 생산설비들이

해저면에 설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인 배치 형태는

Fig. 3(a)와 같다고 할 수 있다. Fig. 3(b)는 이러한 해저설비 중

에서 생산정과 유체저장소만을 확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생산광구에서는 여러 개의 시추공에서 유체가 생산되며, 각 생

산정마다 유정헤드(wellhead)에 트리가 부착되어 압력조절 및

생산을 조절하게 되고 각각의 생산정에서 생산된 유체들은 메

니폴드(manifold)라고 하는 중간 저장소에 저장한다. 그리고

저장된 유체를 해저면에 설치된 분리기 등으로 최대한 정제

후 상부로 라이저를 따라서 생산한다. 

Fig. 3(a)의 flying leads는 엄빌리컬(umbilical)에서 분리된

각각의 소구경 케이블로, UTA (Umbilical Terminal Assembly)

에서 필요구조물까지 수중로봇잠수함(ROV)을 사용하여 연결

시키게 된다. PLET (Pipe Line End Termination)은 파이프라

인 끝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점퍼(jumper)와의 연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며, 점퍼는 PLET와 유정헤드/메니폴드(wellhead/

manifold)를 연결하는 짧은 라인을 의미한다. 오일-가스 개발

해저장비에 선도적인 회사들인 FMC, Chevron, Cameron의 대

표적인 해저 생산설비 시스템은 Fig. 4와 같다. 이러한 시스템

들이 각각의 생산광구 특성에 맞게 조립 및 배치되어 생산에

적용되며, 이들을 서로 연결 및 구성하여 설계하는 과정이

FEED (Front-End Engineering Design)이며, 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해저 장비 개발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심해 오일-가스전 개

발이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탐사 및 시추 기술의 발전

으로 최근 3,000 m 이상의 심해저 유전개발을 셰브론사에서

성공했으며, 2008년에는 12 km까지 작업할 수 있는 시추선이

등장했다(SERI(삼성경제연구소), 2012). 심해유전 개발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심해에서 생산된 원유 등을 해저면에

서 직접 처리하고 이를 직접 해상으로 올리는 방식이 생산관

리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심해 투자가 커지는 이

유는 육상과 천해의 자원들이 고갈상태로 가고 있으며, 극지

개발과 더불어 생산투자의 큰 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에 심해 오일이 전체 오일 생산량의 3%를 차지하였으

며, 2012년의 경우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또

한 2010년 ~ 2014년의 심해 생산관련 투자비는 1,670만 달러

Fig. 3. Conceptual distribution of Subsea manifold and trees (Lee,
2011).

Fig. 4. The subsea facilities of the representative companies. (a)
Subsea Tree (FMC Technologies), (b) Subsea Manifold (Chevron),
(c) Subsea Separation System (FMC Technologies), (d) Subsea
Boosting System/Subsea Multiphase Pump System (Cam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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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과거 2005 ~ 2009년의 5

년간의 투자비에 비한다면 37%가 상승한 금액이다(Lee,
2011).

해저장비 개발 및 설치가 증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해저

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플랫폼이 하나이더라도 계속적으로

많은 시추정/주입정 등을 추가로 시추 및 연결하여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 지속 후 추가 시추공 개발 등에 더 용이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저에서 유정(well)의 상부에 부착

되어 압력 및 유량을 통제하는 장비인 해저트리는 2003년까지

약 2,000개가 설치되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2400개

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현재까지 증가추세로 볼 때 해저트리가

매년 500개 정도 설치되리라 추정된다(Fig. 5). 해저에 있는 장

비들에 대한 IRM(Inspection/ Repair/Maintenance, 조사/수리/

유지보수) 시장 역시 해저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동반상승하

고 있다. 이 IRM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약 25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ee, 2011). 

해저시스템 설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탐사를 통하여 해저지

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해양플랜트 시스템을 설치하

기 위해서는 오일-가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적절한 시

추위치, 시추심도, 시추공 개수 등의 정보뿐 아니라 플랫폼의

지지대 또는 해저면 장비들이 설치될 곳의 지형적, 인위적 위

험성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FEED (Front-End Engineering Design)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플랜트는 개념설계(con-

ceptual design), 기본설계(basic design), 상세설계(detail design)

을 거쳐 제작(fabrication)에 들어간다. 개념설계는 대개 발주처

에서 진행하게 되며, 기본설계 이후 단계부터 시행처에서 책임

지게 된다. 기본설계는 대개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라고 부르는데, 특정 위치와 조건을 상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개념설계와 구분된다. FEED 결과물을 바

탕으로 주요 장치와 관련된 설비에 대한 견적이 가능해야 하

며, 전체 공사에 소모되는 비용, 필요 인력, 소요 기단 등을 상

정될 수 있어야 한다. FEED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근래에

는 많은 발주처들이 FEED에 준하는 설계(Pre-FEED)까지 자

신들이 직접 진행하고 입찰 공고를 내기도 한다(Jang and
Jang, 2013).

FEED는 플랜트 설계, 건조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시간, 소

요 인력을 추산할 수 있도록 개념설계를 기반으로 공정, 기계

/장치, 배관, 안전, 유틸리티 등에 대한 설계 철학을 확정하고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기본구조 설계를 통해서 가장 최

상의 설계를 만들어내기를 위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FEED는 실제 현장에서 쓰여질 때는 일반적인 설계도 작성

을 의미하는 설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이

유는 FEED를 수행 시 기계적으로 장비를 배치하는 것 외에,

현장의 특성에 맞게 장비를 배열 및 구성하기 위해 어느 회사

의 장비와 부품을 이용하고 각각 다른 회사의 제품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생산 저류층의 이해 뿐 아니라 시추, 생산, 파이프 안

전 등에 과한 여러 회사들의 장비 특성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의 특성에 맞는

배치와 장비를 고려한 후에는 신뢰도 및 정량적 위험도 분석

을 수행하여 장비 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사고 그

리고 장비의 고장률등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예측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생

산중에 생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고려

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유동 안정성

확보(flow assurance)라고 보통 명칭하며, 오일-가스전의 저류

층으로부터 처리 및 생산시설까지 유체의 흐름을 아무런 문제

없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이다

(Bai and Bai, 2010). 심해와 같은 저온, 고압 환경에서 보존되

던 유체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 중질오일(heavy oil), 블랙오일

(black oil), 경질오일(light oil), 컨덴세이트(condensate) 그리고

천연가스로 분류할 수 있다(Sung, 2009). 그리고 생산이 이루

어지게 되면 관내에서 이송되는 유체는 각각의 저류층의 조건

에 따라서 오일, 가스, 물의 다상(multi-phase)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저류층과 다른 온도 및 압력조건에 노출된 유체

가 생산관 내부에서 Fig. 6에서와 같이 하이드레이트, 왁스, 아

스팔텐 등과 같은 다양한 고체침적이 발생할 수 있다(Park et

al., 2013). 이러한 고체침적물은 해저 유체의 흐름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설비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FEED

단계에서는 생산유체가 안정한 형태로 이송될 수 있도록 파이

프라인과 라이저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체침적을 억제

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설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쟁력을 살펴보

면,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현장 생산설계 능력은 뛰어나나

FEED는 기술력과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며 극소수 기술진이

해외 FEED에 일부분 참여한 실정이다.

Fig. 5. Annual Subsea Well Installation (Lee, 2011).



오일-가스 해양플랜트 설계 및 설치를 위한 해양탐사 39

우수한 FEED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살펴보면 KBR

Mustang Engineering(미국), Technip(프랑스), Saipem(이탈리

아), Aker Solution(노르웨이), SBM(네덜란드), Amec(영국),

WorleyParsons(호주), MODEC(일본) 등이 있다. 

FEED는 해양플랜트의 기계 및 전기공학적, 생산효율, 장비

효율, 경제성 등 모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발가능성에 대한 저류층 정보, 생산효율

에 필요한 생산설비 위치 및 시추공 개수, 배열, 배치된 장비

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추후의 관리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저

류층, 생산성, 안전성, 설치장비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는 성공

적인 해양 오일-가스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해양탐사로부터 확보 가능하다. 

오일-가스개발 해양탐사 

오일-가스 개발과 해양플랜트 설치 등에 관한 해양탐사는

Fig. 7의 미국선급협회(ABS, 2012)가 발표한 일련의 해양탐사

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선급협회는 크게 4

단계로 해양탐사를 제안하고 있다. 

1) 1단계: 저주파탐사(Low frequency survey)

저주파수음원 탐사를 의미하며 생산지역과 매장량 등 저류

층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주주파수(main frequency) 약

60 Hz정도의 에어건(air-gun) 탐사와 자료처리 및 해석을 포함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가능성 및 상업적 가능이 있다고 판단

되면 그 지역이 개발대상으로 선정된다.

2) 2단계: 고주파탐사(High resolution survey)

수 ~수백 kHz 이상의 고주파대역탐사를 수행하여 해저지형

과 자연적 및 인위적인 위험요소들이 있는지 파악한다. 음원

예제로 해저에 매설된 파이프라인 등의 인위적 위험요소를 찾

기 위한 첩(Chirp) 탐사결과와 다중빔(Multi-beam)을 이용한

해저면 분석을 들고 있다.

3) 3단계: 지질공학적탐사(Geotechnical survey)

해저면 시추조사를 통하여 해저지반의 물성을 파악하는데,

이는 지지기반이 될 해저면의 물성뿐 아니라 향후 케이블 설

치 등에 필요한 시공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4) 4단계: 경로탐사(Route survey)

수백 kHz 이상의 음원인 다중빔, 사이드스캔소나 등을 이용

하여 경로탐사(route survey)로 해저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비의 배치와 파이프라인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탐사를 수행

한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수중의 물고기처럼 보이는 장비는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라는 장비로 그 내부

에 여러 탐사장비를 적재하고, 해저면 일정 수심에서 설정된

경로로 탐사를 수행하는 장비로 파이프라인 등의 적절한 경로

를 구상하기 위한 탐사(route survey)에 사용된다

미국선급협회의 예제를 통해서 볼 때, 단계적으로 저류층,

해저면 천부, 해저면 순으로 정보를 취득하게 되며, 점차적으

로 고주파수의 음원을 이용한 탐사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주파수 음원은 분해능(resolution)이 높으나 해

저로 전파될 시 해저의 불균질한(heterogeneous) 특성 때문에

감쇄가 심하게 되어 깊은 곳까지 탄성파가 전파되지 않기 때

문이다(Sheriff and Geldart, 1996; Min et al., 1987).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해양플랜트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탐사 장비는 Elboth (2012)의 예제로 정

리될 수 있다(Fig. 8). 또한 국내에서는 Shin et al. (2013)이 해

양물리탐사기술을 해저면조사, 해저지층조사, 시추조사 등으

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에 맞는 탄성파 음원과 특성을 정리

한 연구결과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해양플랜트 개발에서 해양탐사는 각 단계별로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르므로, 이에 맞게 탐사기법 및 음원을 선정하

여야 한다. 그리고 각 음원마다 특색에 맞게 자료처리 및 해석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와 탄

성파 음원별 특색 등을 종합하여 해양플랜트 개발 및 설치에

있어서의 해양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1) 저류층 정보 제

공, 2) 자연적/인위적 위험요소 확인, 3) 장비 설치 및 경로 정

Fig. 6. The potential deposit and hazards in pipeline (Jang and
Jang, 2013). Fig. 7. Flowchart of survey for offshore plant (AB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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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4) 잔류매장량 추이변화 분석 등 4가지로 간략히 정

리하고자 한다.

저류층 관련 정보 제공

저류층에 관련된 정보는 해양플랜트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선 대상지역에서 개발대상이 되는 오일

-가스가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Fig. 9(a)는

국내 동해에서 국내 기술로 취득 및 처리된 3차원 탄성파탐사

큐브 중 특정 구조의 특정 물성을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기술을 통하여 유망지역 및 구조가 선정되면, Fig. 9(b)와 같이

전 대상에 대하여 생산을 위한 설비들이 설치된다.

즉, 대상 지역의 석유/가스 부존의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하

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밀탐사 또는 시추를 통하여 정량적

분석을 통한 후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저류층의 정보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 시추공 배열, 개수, 심도,

지점 등이 기초설계 단계에서 필수적이고, 또한 탐사정 시추자

료와 탄성파 자료를 결합하여 유체성분 및 전체 매장량 등의

정보가 있었을 때 생산설비의 스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류층 정보를 토대로 해저 처리 시스템의 위치, 용량

등이 정해질 수 있는데, 해저펌프 등 기본적인 생산예측량과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저류층의 위치가 특히 해양에서는 점점 심해로 가

Fig. 8. Representative survey sources for offshore plant (Elboth,
2012).

Fig. 9. (a) 3D seismic cube of East Sea of Korea and (b) multi-well distribution for production.

Fig. 10. (a) geological hazard and (b) manmade hazard in seismic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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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주파수가 60 Hz 정도인 에어건을 주로

이용하여 심부까지 자료를 취득하여 지하구조 및 물성을 분석

하게 된다. 이때 진폭분석(AVO) 등의 분석을 시추자료와 통합

하여 정량적인 부존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저류층 관련한 탐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처리 또는 분석은

기존의 석유탐사와 동일한 탐사이며 많은 관련 사례나 논문들

이(Zhang et al., 2012; Worthington, 2008; Loures and Moraes,

2006) 발표된 바 있다.

자연적/인위적 위험요소 확인

위험요소는 지형적 및 인위적 위험요소를 모두 포함하게 된

다. 대규모 단층대나 활성단층 등 해저구조물의 설치를 피해야

할 지질구조와 지형적 요인들로 인하여 직접적인 설비가 놓여

져서는 안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탄성파

단면에서 반사이벤트의 불연속면과 인근의 탐사자료 및 주변

의 지질정보 등을 고려한 탄성파자료해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 해저 시설물 설치 시 방해가 되는 기존에 설치된

해저케이블 등의 인위적 요소는 주로 고주파탐사자료로부터

쉽게 분석할 수 있다. 

Fig. 10(a)는 대형 단층(fault)으로 인하여 유전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탄성파해석 단면으로 지질/지형적 위험의 대

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Fig. 10(b)는 국내에서 취득된 해저

에 케이블이 매설되어 첩(Chirp) 단면상에서 탐지되는 단면으

로 인위적 위험요소를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08). 그리

고 국내에서는 서해에서 대천-보령간 해저터널 예상부지의 안

정성평가를 위하여 취득된 탄성파자료를 처리 및 분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Kim et al., 2010). 이러한 국내의 기술들은

해양플랜트 설비 설치 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며, 앞

서 Elboth (2012)가 언급한 대표적인 해양플랜트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취득된 자료들을 이용한 것들이다. 

해외사례로는OG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 Gas

Producers)는 자체의 지침서 내 “Hazard impact tables”에서 작

업 형태를 Bottom founded and Platform base rigs, Anchored

rigs, Dynamically positioned (DP) rigs의 세가지 리그(rig) 형

태로 구분하였다(Jensen and Cauquil, 2013). 그리고 이 세가

지 리그형태에서 특정 경우에 맞는 탐사종류와 그로 인해 얻

Fig. 11. A conceptual time line for site clearance-timing guidance (Jensen and Cauquil., 2013).

Table 2. Kinds of hazards and details for drilling(Bruce, 2003).

종류 위험요소

Seafloor hazards

- fault escarpments, diapiric structures, gas vents
- unstable slopes, mud-flow gullies and lobes
- slumps, collapse features, sand waves, fluid expulsion features
- chemosynthetic communities, hydrate mounds, mud lumps
- mud volcanoes, rock outcrops, pinnacles, reefs 

Man-made hazards
- pipeline, umbilical cables, wellheads, shipwrecks
- ordnance and chemical dump sites, communication and power cable
- miscellaneous debris

Subsurface Geologic hazards

- faults, erosion and truncation surfaces, hydrate zones
- gas-charged sediments (free and high-proportion dissolved gas)
- abnormal pressure zones, shallow water flow zones,
- buried channels, slumps and salt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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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OGP지침서에서 보링

(boring) 개시전 안전성과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탐사와 시

추정 디자인(well design)을 포함하여 일정을 26주로 규정하고

그 프로그램을 Fig. 1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해양시추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IODP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도 자체의 시추위치 선정과 시추 위험요소

탐사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Bruce and Shipp, 2003).

IODP는 리그형태를 Bottom founded rigs (including jack-ups
and mat based), Anchored vessels (such as semi-submersibles),

그리고 Dynamically positioned ships로 역시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IODP의 지침서에는 위험요소를 Table 2와 같

이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OGP와 마찬가지로

“Hazard Impact Tables”에 3가지 리그에 대한 이러한 위험요

소에 관련한 특성과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어떠한 작업에 영향

(impact on operation)을 주는지를 정리하여 참고토록 하고

있다. 

장비 설치 및 경로 정보 제공

지형적 위험요소에서는 비교적 큰 개념의 위험요소를 언급

하였다면, 해저에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보확

인이 필요하다. 해저 생산 및 처리장비들이 놓여질 경우 해저

면 지질 및 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및 어떤 경로로 해저장비들을 구성하고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경로탐사(route survey)라 하

는데, 해저언덕이나 굴곡으로 인한 파이프의 큰 휨 같은 경우

도 방지하는 목적도 있으나, 어떻게 배열하였을 때 최소한의

경로로 효율적인 유체이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된다. Fig. 12(a)는 해저에 설치한 파이프라인

이 수평으로 크게 휘어진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Fig. 12(b)는

모식도로서 이러한 구조에 파이프를 장시간 방치하게 될 시

파손 혹은 관막힘 등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로탐사에서는 멀티빔 또는 사이드스캔소나처럼 수

백 kHz 이상의 고주파수 음원을 써서 거의 해저면에 대한 정

보만을 취득하게 된다. 미국선급의 사례처럼 AUV 이용하는

것도 탄성파음원과 반사면 심도와 연관된 탐지대상체 분석해

상도인 프레넬 영역(Fresnel zone)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Hyun et al., 1995). 경로탐사에서 취득된 해저면의

지형정보를 분석한 후 FEED 단계에서는 장비들의 안전한 배

치뿐와 생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설계가 이루어

지게 된다. 

잔류매장량 추이 변화 분석

생산정에서 향후 더 생산가능한 잔류매장량의 추이변화는

시간경과 탄성파탐사(4D 탐사, time lapse seismic survey)를

적용하여 파악 가능하며, 이는 생산저류층에서 유체흐름의 변

화를 영상화하기 위해, 동일한 탐사 지역에서 시간 차를 두고

탄성파 탐사를 여러 번 수행하여 자료를 획득, 처리, 분석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Nam and Kim, 2011). 원리는 생산

광구에서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시 저류층에 남아있는

오일-가스의 양이 작아지게 되므로, 특정 시간을 두고 같은 방

식으로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게 되면, 각각 다른 탄성파 신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즉 특정 시간차이를 둔 탄성파자료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생산 추이 및 잔여 매장량을 파악하는 기법

이다. 시간경과 탄성파탐사는 특정 대상지역에서 생산 전에 미

리 생산에 따른 탄성파신호적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지 사전

분석하는 과정부터 생산후의 자료들을 조합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되며, Fig. 13은 국내 논문에서 발표된 시간경

과 탄성파탐사의 전반인적 수행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Nam
and Kim, 2011). 

4D 탐사는 탄성파탐사의 특정분야가 아닌 자료취득, 자료처

리, 영상화, 저류층 시뮬레이션, 히스토리매칭(history match-
Fig. 12. (a) picture of curved pipeline in sea-floor, (b) concept
diagram of pipeline on winding sea-floor.

Fig. 13. A flow chart of time-lapse seismic (Nam and 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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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등 탐사와 생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과

정으로 Western-Geco 등 해외 상업회사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Fohring et al., 2013; Alosos et al., 2002; Altan, 1997).

현재 이 분야에서 국내 기술수준은 수행경험이 현저히 부족

한 실정이다. 

결 론

본 해설에서는 오일-가스 해양플랜트 설계 및 설치 시 고려

되어야 할 정보들 중 해양탐사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해양자원개발에서 해양탐사는

근본적으로는 생산광구를 선정하고, 생산가능량을 계산하기

위한 역할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플랜트

산업이 해저설치 쪽으로 향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시추에

관련된 해저지반 정보뿐만 아니라 해저 장비들의 장기적인 운

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해저위험요소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주파를 이용하는 에어건

탐사자료로부터 심부의 생산저류층에 대한 정보와 큰 단층 등

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중간정도의 주파수 자료

로부터 천부의 위험요소를 탐지할 수 있으며, 고주파수인 사이

드스캔소나와 다중빔 등을 이용하면 해저면에서 장비들을 어

떻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는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플랜트에 적용할 수 있는 탐사기술은 이미 국내

에서 어느 정도 성숙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고, 해양플랜트

생산시스템 개발에 비하여 위험요소가 적은 사업으로 한국 기

업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진다. 

최근 제주 해상풍력 단지 등 해양구조물 건설이 차츰 대두

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탐사엔지니어링 기술을 좀 더 개

발하고, 국내의 사이트에 대하여 수행한 사업실적들이 포트폴

리오가 될 경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

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소형선박을 이용한

3D 탐사 장비 및 기법은 개발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이에 관

련된 장비와 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새로운 천부탐사음원을 개발하여 해상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세라믹 계열 음원의 경우 배치

(parametric)에 따라서 다양한 음원파형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

로 여러 시험을 거쳐서 탐사 지역의 대상, 심도, 지질특성에 맞

는 음원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상 및 천해자원 고갈과 함께 고유가 시대에 점차 해양탐

사 시장 자체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

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사 사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인 “엔지니어링 규모 해저

탄성파탐사 3D 시스템개발” 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참고문헌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2012, “Survey and Geo-
technical Overview”, ABS Subsea Seminar, 26-29 March,
Ulsan, Korea.

Alsos, T., Eide, A., Astratti, D., Pickering, S., Benabentos, M.,
Dutta, N., Mallick, S., Schultz, G., Ooer, L., Livingstone, M.,
Nickel, M, Sonneland, L., Schalf, J., Schoepfer, P. K.,
Sigismondi, M., Soldo, J. C., and Stronen, L. K., 2002, Seismic
Applications Throughout the Life of the Reservoir, Oilfield
Review, 48-65.

Altan, S., 1997, Time-lapse seismic monitoring: Repeatability
processing tests, 67th Ann. Internat. Mtg., Soc. Expl. Geophys.,
Expanded Abstracts, 866-867.

Bai, Y., and Bai, Q., 2010, Subsea Engineering Handbook,
ELSEVIER Press.

Bruce, R. J., and Shipp, R. C., 2003, Guidelines for Drill Site
Selection and Near-Surface Drilling Hazard Surveys, Integ-
rated Ocean Drilling Program. 

Fohring, J., Ruthotto, L., and Haber, E., 2013, Geophysical
imaging, reservoir history matching, and forecasting. SEG
Technical Program Expanded Abstracts 2013, 2533-2537.

Elboth, T., 2012, Seismic Interference-the Perspective of the
Site Survey, Fugro. 

Hyun, B. G., Min, K. D., Suh, J. H., Cheong, S. H., Park, Y. S.,
Song, Y. H., Lee, H. I., Lim, M. T., Kim, Y. S., and Song, Y.
H., 1995, The Terminology dictionary of Geophisics, Sunil-
Munhwa Press, 292-293.

Jang, G. P., and Jang, J. J., 2013, Process and Safety Design of
Offshore-plant, Dong-Myoung Press

Jensen, P. J., and Cauquil, E., 2013,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Offshore Drilling Hazard Site survey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 Gas Producers, Report No. 373-18-1,
Version 1.2.

Kim, C. S., Kim, H. D., and Kim, J. H., 2008, Comparison of
the Resolution with Respect to the Frequency of the Chirp
SBP for Detection of Buried Objects in the Seabed,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Expanded Abstracts, 173-174.

Kim, W. S., Park, K. P., Kim, H. D., Cheong, S. H., Koo, N. H.,
Lee, H. Y., and Park, E. S., 2010, Detailed Processing and
Analysis on the Single-channel Seismic Data for Site Survey
of Daecheon-Wonsando Subsea Tunnel, Jigu-Mulli-wa-Mulli-
Tamsa, 13, 336-348.

Lee, J. Y., 2011, Prospects of Subsea Oil & Gas Production,
UKC 2011(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erepreneurship), Aug. 10-14 2011, Park City, Utah, USA.



44 김원식·우남섭·박종명·김현도·강동효·박인석·김영준·주용환·이호영

Loures and Moraes, 2006, Bayesian Reservoir Characterization
of a Turbiditic Reservoir, Offshore, Brazil, CSEG, Expanded
Abstracts, 541-541.

Nam, M. J., and Kim, W. S., 2011, An Introduction to Time-
lapse Seismic Reservoir Monitoring, Jigu-Mulli-wa-Mulli-Ta,
14, 203-213.

Min, K. D., Suh, J. H., and Kwon, B. D., 1987, The Applied
Geophysics, Woo-sung Press, Seoul.

Park, S. J., Suh, Y. T., and Ha, J. H., 2013, Flow assurance
technology and its development expectation, KEIT PD Issue
Report, Vol. 13-5.

SERI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2, The
change and opportunity of offshore-plant industry, CEO
Information, 877.

Sheriif, R. E., and Geldart, L. P., 1996, Exploration Seism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Shin, S. R., Chung, W. G., Ha, J. H., and Ko, H. K., 2013, An
Introduction to Marine Geophysical Exploration Technique
and its Application,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 596-606.

Sung, W. M., 2009, Petroleum & Natural Gas Engineering-
Fundamental of Reservoir Engineering, Gumi-Sukwan Press.

Worthington M. H., 2008, Interpreting seismic anisotropy in
fractured reservoirs, First Break, 26, 57-63.

Zhang, Y., Li, Y., Zheng, X., and Ma, X., 2012, Oil and brine
discrimination for cavern carbonate reservoirs using AVO,
SEG Technical Program Expanded Abstracts 20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