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5-7281
eISSN 2288-7962

자원환경지질, 제49권, 제6호, 479-490, 2016
Econ. Environ. Geol., 49(6), 479-490, 2016
http://dx.doi.org/10.9719/EEG.2016.49.6.479

해저 착저식 시추기 시험시추 보고 및 기술 동향
박상준 · 김현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A Case Report on the Sea-Trial of the Seabed Drill System and Its Technical
Trend
Sang Joon Pak and Hyun-Sub Kim*
Deep-sea & Seabed Mineral Resource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cean Sceince & Technology,
Ansan 15627, Korea
(Received: 7 November 2016 / Revised: 17 December 2016 / Accepted: 27 December 2016)
Seabed drilling system has recently been used to drill seafloor mineral resources. This case report highlights the
procedure and result of sea-trial of seabed drilling system at off-shore of Japan on March, 2016 as well as briefs an
international-technical trend of seabed drilling system. In case of having less than 100 m drill depth, seabed drilling
system is favorable for seafloor mineral deposits which are mostly distributed within a narrow district and situated
between 1000~3000 m water depth, compared with vessel-mounted drilling system. The system is featured by the
remotely-operated drill gear, which has top drives, drill strings and mud system on it. The core samples are
generally recovered to ship with seabed driller after a dive. In this sea-trail, recovery rate of core samples averagely
shows about 55% and the recovered rocks mostly correspond to fresh and/or weak-altered basalt. In case of drilling
hydrothermal ore deposit, the recovery rate would be lower than 55% because of the fragile nature of ores.
Alternatively it is used to collect cutting chips through riser or bins in order to increase the recovery rates. Recently
a reverse circulation method is taken considered to acquire the better cutting-chips. Three-leg type outrigger system
and four-leg type leveling system are the competing landing-instruments of seabed drill system. However the
landing efficiency using these gears has to be further monitored due to lack of case reports.
Key words : seafloor drilling, seabed mineral resources, seabed drilling system, recovery rate, cutting collection.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은 해저 광물자원 시추를 위해 최근 들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추 시스템이다. 2016년
3월 일본 근해에서 수행된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 실해역 테스트의 과정, 결과 및 착저식 시추 기술과 관련된 국제
동향을 보고한다. 해저 착저식 시추기는 선상 탑재식 시추기와 비교하여 1000~3000 m 사이 수심의 좁은 면적에 산
재하여 분포하는 광체를 100 m 내외의 깊이로 시추하는데 유리한 시추 시스템이다.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은 시추
에 필요한 동력, 시추로드 및 코어베럴 등을 착저식 시추기에 장착한 후 해저 착저를 시켜 시추를 수행한다. 시추 시
획득되는 암추 시료는 시추기와 함께 회수한다. 본 실해역 시험 시추에서 회수된 시료는 모두 현무암으로, 시추 시료
회수율은 약 55%를 보인다. 그러나 현무암 보다 연약한 열수 광체를 시추 할 경우 이보다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판
단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암추 시료 회수 방법에 부가하여 무암추 시료 회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보다 안정적인 무암추 시료 회수를 위해 reverse circulation 방법 적용이 고려되고 있다. 착저 방식에 있어
서 세 개 및 네 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착저하는 방법이 경쟁하고 있으나, 더 많은 시추 결과를 통해 해저 착저에 유
리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어 : 해저 시추, 해저 광물자원,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 회수율, 무암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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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박상준 · 김현섭

언

해저 시추탐사는 해양지각연구, 해양 및 대기 상호
작용 연구, 에너지 및 광물자원 탐사 및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탐사이다. 해저 시추는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수행하는 시추 기술을 원용한다.
그러나 해저 시추는 육상 시추와는 달리 바다라는 특
수한 조건에서 시추가 수행되기 때문에 육상에서 행해
지는 시추 기술에 해양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들을 부가된다. 석유탐사를 위한 대규모 해저 시
추를 제외하면, 비교적 소규모의 해저 시추는 해상 풍
력발전기 설치, 해상 교량 및 항만 건설 등을 위한 해
저 지반 조사 등에서 자주 수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서는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 가능성 탐색을 위해
해저광상에 대한 탐사 · 평가 시추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저 시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현재 전 세계 공해 및 배
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내 분
포하는 망간단괴(다금속단괴, polymetallic nodules), 망
간각(고코발트각, Co-rich crust), 열수광상(다금속황화
광체, polymetallic sulfide deposit) 등에 대한 해저광
물자원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해저광물자원 탐사의 목
적 중 하나는 대상 광체를 개발 · 생산하기 위해 광체
를 탐사하고 자원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육상 광체이
든 해저 광체이든 광상 개발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해저 시추를 통해 지질시료를 획득하여 관찰하고 품위
를 분석하므로써, 자원량 평가에 필수적인 광체 공간
분포와 품위를 파악해야 한다. 해저광물자원의 광종 및
광체 지질 특성 등에 따라 자원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망간단괴를 제외한 망간각 및 해
저열수광체는 자원량 평가를 위해 해저 시추가 필수적
이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
저광물자원 탐사 중 자원량 평가를 위해 해저 시추가
필요한 사업은 통가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해양광물자원개발 사업이다. 탐사 대상 광체
는 통가 및 피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분포하고 있으
며, 남서태평양 공해 및 인도양 중앙해령 공해에서도
탐사가 수행되고 있다. 통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분포
하는 해저열수광체는 통가정부로부터 탐사권을 획득한
2008년 이후 집중적인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자
원량 평가를 위한 해저 시추 사업을 준비 중이다. 피
지 해저열수광상 탐사는 피지정부로부터 2011년 배타
적 탐사권을 획득하고 3개 탐사권 지역에서 탐사를 수

행하여, 현재 유망광체 부존 지역을 확인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해저광체 시추 적지 선정을 위한 해저면 정
밀 표층탐사가 2016년 말 수행 될 예정이다. 이 탐사
를 통해 시추 적지가 선정되면 대상 광체 하부구조 규
명을 위해 해저 시추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도양 해저
열수광상 탐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인도양 중
앙해령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로부터 배타적 탐사권을 획득하
였다. 인도양 탐사는 현재 지질 · 광상 · 수층 탐사를 통
해 광체 부존 유망지역을 확인하고 2017년도에 유망지
역에서 광체를 확인하는 것을 단계목표로 하여 탐사가
수행 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열수광체가 확인되면,
피지탐사와 같이 시추 적지를 선정하여 해저 시추를
수행 할 예정이다. 망간각의 경우 2016년 ISA로 부터
남서태평양 괌 인근 공해상에 망간각 탐사권을 획득하
였으며, 차후에 수행되는 탐사를 통해 망간각 두께 파
악을 위한 시추를 수행 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해저 광물자원 시추와 관련된 시추 시
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운용기술 또한 전무
하다. 국외의 경우 해양지질연구, 에너지 및 광물자원
탐사, 해저 지반 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 해저 시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약 300 m 수심에
서 해저 시추가 가능한 반잠수식 시추기인 두성호가
유일하게 해저 시추를 수행 중이다. 국내에서, 일부 연
안의 해저지반 및 지질조사를 위해 해저 시추가 수행
되기는 하나, 연안에서 수행되는 해저 시추는 육상에
서 사용하는 시추기를 바지(barge)위에 설치하여 시추
하는 초보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저광물자원 및 해저 지반 조사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 될 것으로 생각되는 시추 시스템 중
최근 들어 그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을 보고한다. 이를 위해 일본 후카다
(Fukada)사에서 수행한 실해역 시험시추에 동승하였다.
시험시추는 2016년 3월 11일 부터 19일 까지 일본
요코스카 근해 이즈오시마(Izuohshima) 와 미쿠라지마
(Mikurajima) 인근 해역에서 수행되었으며(Fig. 1), 시
험시추에 사용된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은 셀룰라로
보스틱스(Cellula robostics)사에서 제작한 CRD-100으
로 일본의 후카다(Fukada)사가 도입하여 2000톤 급 다
목적 지원선인 신조마루(Shincho Maru)에 장착하여 운
용하였다. 본 보고에서는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의 시
추 과정 및 그 결과를 보고 · 고찰하고, 현재 해저 착저
식 시추 시스템의 국제 기술 동향을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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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육상에서 사용하
는 시추기를 선박 또는 바지선에 탑재하여 시추하는
간단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해저 석유 탐사의 대상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전문화된 선박에 해상 및
해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추기를 설치하여 운용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해저 시추 기술은 주로 시추
리그(rig)를 선박에 설치하여 시추하는 선상 탑재식 시

Fig. 1. The sea-trials sites of seabed drilling system. The
north and south sites are 10 miles away from Izuohshima
and 12 miles away from Mikurajima, respectively.

2. 해저광물자원 해저 시추 방식
해저 시추는 해수면에서 해저면 하부를 시추하는 것
으로 시추 방법은 크게 선상에서 시추 파이프를 해저
면까지 연결시켜 해저면을 시추하는 선상 탑재식 시추
시스템과 시추기를 직접 해저면에 직접 안착시켜 시추
를 수행하는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으로 구분 된다.
해저 시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육상에서 발견된
석유 저류층이 호수 또는 연안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 호소와 연안 저수심에서 석유 탐사와 개발을 수

추 시스템이 먼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Fig. 2). 이 후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platform) 및 잭업(jack
up)방식의 고정식으로부터 보다 깊은 수심대에서 사용
되는 반잠수식(semi-submersible), 드릴쉽(drillship) 등
의 부유식까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선상 탑재식
시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들어서 무인원격잠
수정(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또는 자율무
인잠수정(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등
이 개발 · 이용 되면서, 이들 기술을 응용한 해저 착저
식 시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해저광물자원은 비교적 깊은 수심대(1000 ~ 3000 m)
에 부존하며, 좁은 지역적 범위에서 여러 단공(short
hole)을 시추하고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상 탑재
식 시추 시스템 중 이동이 쉬운 드릴쉽 방식을 많이
사용하여 왔다(Fig. 2). 선상 탑재식 시추 시스템은 시
추 동력부가 시추선(모선)에 존재하여, 해저에 동력부
가 위치하는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에 비해 장비 유
지 보수에 효과적이다.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은 무
인원격잠수정과 같이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추기를 해
저에 안착시켜 시추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지점을 비
교적 정확히 시추 할 수 있어 사용이 최근 들어 증가
하고 있다.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은 시추 로드를

Fig. 2. The types of offshore drilling rigs including landrig and seabed drill. Possible water depth for offshore drilling is
increasing from drilling barge to drill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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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bed drill CRD-100 (Unicorn-I). It has 3000 m
operating depth and maximum 65 m drill depth. Illustration
is modified from the photo provided by Fukada Salvage &
Marine works CO., LTD(www.fukasal.co.jp/en/).

회전대(carousel)에 장착한 후 투하되며, 해저 시추를
수행 한 후 시추 시료와 함께 선상으로 회수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 현재 두 시추 시스템은 비용과 효율 면
에서 서로 비교되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방식으로 통합되지 않고, 각각의 장점을 발전시켜
다양한 해저 지질 환경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1.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
실해역 시험 탐사에 이용된 시추기는 셀룰라로보스
틱사의 CRD-100 기종으로 후카다사가 도입하여
Unicorn-I로 명명하여 사용 중이다(Fig. 3). 선상 탑재
식 시추 시스템에서는 문풀(moon pool- 선박 가운데
드릴 스트링(drill string)이 통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이 있는 모선에 시추 리그를 설치하여 시추를 수
행한다. 반면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에서는 동력을
제외한 일체의 시추 장비를 집약한 시추기를 해저에
착지시켜 시추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선상 탑재식과
는 다른 시추 체계로 구성된다. 해저 착저식 시추 시
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시추기를 운반하고 정
위치 시키는 지원 모선과 시추기를 진수 · 회수 할 수
있는 진회수 장치(Launch and Recovery Systems,
LARS)가 필요하다(Fig. 4). 진회수에 사용되는 윈치
(winch)는 모선의 상하 움직임을 일정량 상쇄 하여 안정
적인 시추를 할 수 있도록 윈치 즉, heave compensator
가 장착된 특수 윈치를 사용한다. 이 외에 동력을 공

Fig. 4. Seabed drill system. A. multi-purposed vehicle
(M/V) Shincho Maru (mother ship), B. launch and recovery
system(LARS) with seabed drill, C. control van and
generator.

급하는 발전기 및 시추기를 운용 · 제어하는 운용제어
실 등은 선상 탑재식 시추 시스템과 유사한 구성 방식
을 갖는다.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 중 가장 핵심적인 장비는
해저에 착저하는 시추기이다. 이 시추기에는 시추에 필
요한 대부분의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다. 착저식 시추
기는 크게 시추기 프레임(chassis), 시추 제어부 및 시
추 수행부로 나누어진다(Fig. 3). 시추기 프레임에는 자
세 제어를 위한 추진기와 이수 및 이수 혼합기, 수평
제어용 다리(levelling legs)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시추
제어부에는 시추기를 제어하는 각종 센서와 전력 제어
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시추 수행부에는 시추로드(drill
rod)와 코어베럴(core barrel)을 장착하는 회전대
(carousel)와 이들 로드와 베럴을 체결 · 해체하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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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tailed photos of drill gear, CRD-100. A and B. the drill rod and core barrel equipped in CRD-100, C. CRD-100
frame with controller, mud container and mixer, D. carousel. E. tool arms for grabbing drill rod and core barrel, F. foot clamp
to lock the lower drill rod.

팔(tool arm) 및 풋클램프(foot clamp) 및 탑드라이브
(top drive)등이 위치한다(Fig. 3 및 5).
시추로드는 일반적으로 육상 시추에서 사용하는 것
과 유사하다(Fig. 6). 시추로드의 가장 앞부분에는 암석
절단을 위한 비트(bit)가 장착되며, 바로 뒷부분에는 리
아머(reamer)가 위치한다. 리아머는 비트 보다 구경이
약간 크게 제작되며, 표면에 돌기들이 분포한다(Fig. 7).
리아머는 시추공 벽면을 고르게 해주어 벽면이 무너지
지 않도록 유지하게 해준다. 또한 시추로드와 시추공
벽면의 이격을 유지 시켜 주어 원활한 이수 순환을 돕
는다. 시추로드 내부에는 코어베럴(core barrel)이 삽입
된다. 코어베럴은 가장 앞쪽에 암추 시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코어케처(core catcher)가 장착되며,
가장 뒷부분에는 이 코어베럴을 시추로드에서 빼거나
새로 삽입 할 때 사용하는 오버샷(overshot)이 체결
될 수 있는 와이어라인 인터페이스(wireline interface)
가 위치한다(Fig. 7). 와이어라인 인터페이스와 오버샷
은 볼펜의 누름버튼과 같이 한번 타격되면 물리고, 다
시 타격하면 풀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코어베럴 안쪽에는 실제 암추 시료가 담기는 라이너
(liner)가 들어간다. 라이너는 시추 대상 암석 종류에
따라 철제 라이너가 삽입되기도 하며, 미고화퇴적물이
우세한 경우에는 아크릴 라이너가 삽입될 수도 있다
(Fig. 6 및 7). 철제 라이너의 경우 안에 들어있는 암

484

박상준 · 김현섭

Fig. 6. Illustration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drill rod, core barrel, liner and attachment parts. The broken arrows stand for
order of insert.

Fig. 7. Detailed photos of drill rod, core barrel and liner. A. drill rod (1.5m), B. enlarged photo of reamer part of the end of
the drill rod, C. cutting bit mounted in drill rod, D. core barrel sets is ready for carousel, E. wireline interface in top of core
barrel. the wireline interface is docked on a overshot gear. Core catcher is in inset box, F. split steel liner containing 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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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llustration for pre-landing procedure.

추 시료를 쉽게 회수하기 위해 이등분(split)하여 삽입
한다. 반면 아크릴 라이너의 경우 원통형 그대로 삽입
하며, 선상 회수 후 다른 라이너에 밀어 넣어 활용하
거나, 커터로 이등분 하여 이용한다.
2.2. 시추기 착저 과정
선상 탑재식 시추 시스템과는 다르게 착저식 시추
시스템은 시추기를 해저에 안착시켜 사용한다. 시추기
의 해저 안착을 위해서는 먼저 시추 지점의 국부적인
지형 변화, 즉 경사도를 확인해야 시추기를 안전하게
착지 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해저 착저식
시추기는 소나를 이용하여 안착 지점의 지형을 확인하
는 고도계(altimeter)가 장착되어 있다. 시추기를 해저
면으로부터 약 20 m 지점 높이까지 내리고, 고도계를
장착한 시추기를 360도 회전시켜 해저면의 지형 변화
를 탐색한다. 이후 10 m 지점에서 이를 반복하고, 최
종적으로는 약 5 m 고도에서 경사를 파악한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의 경사도와 경사방향을
결정한 후 시추기를 해저면에 착지 시킨다(Fig. 8). 착
지 과정 동안 해저면 관찰 카메라를 통해 해저면 영상
자료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착지시킨다. 경사가 있는

경우, 시추기가 해저면에 직각으로 안착하지 못하게 되
므로, 착저 직전 시추기에 장착되어 있는 수평자세 유
지용 다리를 전개하여 수직에 가깝게 착지시킨다. 이
후 수평계와 네 개의 다리에 부착된 압력 센서로 부터
얻어진 압력 자료를 바탕으로 다리의 길이를 조절하여
해저면에 수직으로 안전하게 고착되도록 한다. CRD100의 경우 약 30도까지의 경사면에 안착 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2.3. 시추과정
착저식 시추기가 해저에 안착하면 시추 위치에 케이
싱을 설치한다. 육상 시추와 유사하게 시추 시작 시
케이싱을 통해 시추공 붕괴와 유실을 방지한다. 특히
해저에서는 매우 부드러운 미고화 퇴적물이 피복된 경
우가 많아 최초 2 m 정도는 케이싱을 삽입 한 후 시
추를 수행한다. 그러나 해저면 상황에 따라 암상이 단
단한 경우에는 케이싱을 생략하고 바로 시추를 수행하
기도 한다. 본 실해역 테스트에서도 시추 시간과 해저
면 상황을 고려하여 케이싱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케
이싱이 완료되면, 회전대에 있는 시추로드를 로봇팔로
꺼내어 풋클램프에 장착한 후 드릴헤드를 회전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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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otos showing the seabed drilling procedure, which were taken from underwater camera during seabed drilling. A.
drill head connecting to drill rod, B. core barrel is taken out using overshot, after drilling seafloor, C. core barrel containing
cores puts on the carousel, D and E. inserting new core barrel using overshot, F. drilling seafloor again after connecting new
drill rod.

추를 시작한다(Fig. 9). 이 때 첫 번째 시추로드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보통 코어베럴(core barrel 또는
inner tube)을 미리 삽입하여 놓으며, 코어베럴이 미리
삽입된 시추로드를 선택하여 시추한다. 첫 시추로드의
시추가 완료되면 암추시료는 코어베럴 안에 포획되며,
코어케처가 이들의 유실을 방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시
추로드 안에 들어 있는 코어베럴을 꺼내기 위해 드릴
헤드 속에 들어 있는 오버샷을 하강시킨다. 오버샷은
탑드라이브(top drive)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윈치
(또는 호이스트)에 연결된 플라스틱질의 선에 의해 제
어된다. 윈치를 풀면 오버샷은 자체 무게에 의해 낙하
하여 코어베럴 상단부에 있는 와이어라인 인터페이스
에 물린다. 코어베럴에 물린 오버샷을 올리면 시추로

드로부터 코어베럴이 분리되어 올라오며 이를 로봇팔
로 잡아서 회전대에 다시 장착하고, 장착위치를 기록
함으로써, 선상으로 회수되었을 때 시추 깊이를 쉽게
확인한다. 코어베럴을 제거한 드릴로드 위에 회전대에
서 로봇팔을 이용하여 새로운 코어베럴을 꺼낸 후 오
버샷을 이용하여 지면아래 있는 시추로드에 삽입한다.
이 해저면에 있는 시추로드에 새 시추로드를 연결하고
드릴헤드를 연결하여 다음 구간까지 시추를 재개한다.
이런 시추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탐사자가 원하는 깊이
까지 시추를 수행하게 된다(Fig. 10). 시추로드의 연결
과 해제는 모두 드릴헤드가 수행하고 연결과 해제 할
때 지면에 삽입되어 있는 시추로드를 고정하는 역할은
풋클램프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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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추시료 회수 결과
본 실해역 테스트에서는 총 두 개 해역의 해저에서
9번의 시추가 수행되었다. 시추 시험 대상 해저는 현무
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지역과 기존 조사 결과에 의해
저온성 열수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수광화지
역이다. 그러나 열수 광화대에서의 시추 결과, 광화작
용의 흔적을 보이는 암체는 회수 하지 못하였다. 이는
저온성 열수작용이 매우 국부적으로 분포하고, 기존 탐
사자료가 정확치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추는 3월10일부터 18일까지 수행되었다. 이즈오시
마 해역은 수심 570 m 이며, 미쿠라지마 해역의 수심
은 이보다 깊은 720 m을 보인다. 시추 시간은 공당
차이가 있으나, 최장 10시간에서 최단 20분 까지 수행
하였다(Table 1). 상기한 바와 같이 시추에서 회수된
암석은 모두 신선한 현무암질 암체로 일부에서는 약한
변질 작용이 확인되기도 한다. 시추는 해황과 해저면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 24.5 m에서 최소 1.9 m 까지
시추하였다. 시추 깊이에 따른 회수된 시료의 길이는
최대 17.5 m에서 최소 0.9 m을 보인다. 시추 깊이와
회수 시료의 길이를 비교하면 시료 회수율이 계산된다.
이번 시험 시추에서 추정되는 이 지역 시료 회수율은
최대 97.9%에서 최소 14%로 평균 55%를 보인다
(Table 1).

Fig. 10. Schematic diagram for drilling core and sample
recovery procedure.

회수된 시료를 보면 모두 신선한 현무암이거나, 또
는 약간의 변질을 받은 현무암으로써 비교적 강도가
높은 암체들이다. 시료의 평균 회수율은 55%이나, 본
시험시추에서 회수된 대상 암체는 비교적 신선한 현무
암으로 해저광물자원 시추에서 대상이 되는 광석은 현
무암보다 강도가 낮기 때문에 회수율은 전반적으로 이

Table 1. The drilling time and core recovery rates of the sea trials
Drilling Time (JST)
Location

Reference No.

Izuohshima

16FS-BMS001-KW01
16FS-BMS002-KW02
16FS-BMS003-KW03
16FS-BMS004-MK01
16FS-BMS005-MK02
16FS-BMS006-KW04
16FS-BMS007-KW05
16FS-BMS008-KW06
16FS-BMS009-KW07

Mikurajima
Izuohshima

Average

Start
3-10
3-11
3-11
3-13
3-13
3-16
3-16
3-16
3-18

Date/
Time
18:10
6:44
22:23
5:43
19:26
13:15
17:37
22:50
11:56

End
Time
23:08
15:12
0:23
6:19
5:40
13:44
19:43
23:12
13:42

Drilling
Time
4:58
8:28
2:00
0:36
10:14
0:29
2:06
0:22
1:46

Drilled Length (m)
Start

End

Length

0.0
0.0
1.0
0.0
0.0
0.0
0.6
0.0
0.0

8.6
8.3
3.8
3.8
24.5
1.9
4.3
1.9
5.1

8.6
8.3
2.8
3.8
24.5
1.9
3.7
1.9
5.1

Core
Length
(m)
1.2
4.6
1.6
1.1
17.5
0.9
3.6
1.0
4.0

Rate
14.0%
55.4%
58.4%
27.7%
71.2%
44.8%
97.9%
51.5%
78.4%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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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추 현장에서 회수율
이 낮을 경우에는 대안으로 무암추 시료 획득을 고려
할 수 도 있다. 회수율은 광석의 강도뿐 아니라, 비트
의 회전 속도, 압력, 시추공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암추 시료를 획득 할 것인지, 아니
면 무암추 시료를 획득할 것인지는 현장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암추 시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암추 시료 회수를 위한 별도의 장비들이
부착되어야 하므로, 시추 탐사 수행 시 미리 무암추
시료 회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실해역 탐사 전
무암추 시료 장비들을 장착하여야 한다. 무암추 시료
회수를 위해 필요한 장비들은 회수 방식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크게 회수용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회수용
기가 필요하고, 양광기(ris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
광기가 장착되어야 한다.

4. 기술 동향
해저 시추를 위한 시추기 개발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최근에는 선상
탑재식과 해저 착저식 모두 시추 시료의 회수율을 높
이는 방안이 주요 개발 동향이 되고 있다. 육상 시추
와 동일하게 시추 시 획득되는 시료는 코어베럴에 담
겨 회수된다. 이때 코어베럴 내 시료가 파쇄 되어 있
으면 코어캐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파쇄 시료가 회
수 중 수중으로 소실되거나, 획득된 깊이에서 이탈하
여, 최종적인 회수율이 크게 낮아진다.
이렇게 시료가 파쇄 되는 경우 암추를 회수하기 보
다는 파쇄 된 시료를 시추 깊이 별로 모아 구간별로
획득하는 무암추 시료 회수방법이 효율적이다. 전통적
인 무암추 시료 회수방법에서는 파쇄 된 시료를 시추
깊이별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추 중 파쇄 되는 암편
을 별도의 양광시설을 설치하여 회수하거나, 해저에 회
수용기를 설치하여 구간별로 수집한 후 선상으로 회수
한다. 이런 경우 특정구간에서 파쇄 된 광석이 시추파
이프와 시추공 벽면사이를 통과하면서 주변 모암 또는
퇴적물이 혼입되어 오염되거나, 양광 중 소실되어 품
위 분석을 위한 양질의 무암추 시료를 획득하기 어려
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파쇄암편을 시추 파
이프를 통해 선상까지 획득함으로써 파쇄 암편의 오염
과 소실을 최소화 하는 reverse circulation (RC)기술
이 도입되고 있다(Fig. 11). RC기술은 1980년대부터
육상광산(주로 금광산) 및 연안 표사생산을 위해 설
치 · 이용되어 왔으며, 심해저에서 시추 시 무암추 시료

Fig. 11. Cutting collection methods during seafloor drill.
Conventional circulation system (left panel) and reverse
circulation system (right panel).

를 회수하기 위한 기술로는 비교적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Brown, 2014).
전통적인 무암추 시료 회수 방법에서는 무암추 시료
를 회수하기 위해 이수를 이용한다. 반면 RC기술에서
는 무암추 시료를 선상으로 회수하기 위해 압축된 공
기를 이용한다. 시추비트에서 파쇄 된 시료들은 시추
로드 내부를 통해 회수하게 된다(Fig. 11). 선상 탑재
식 시추 시스템의 경우 파쇄 암편들은 선상까지 연결
된 시추파이프를 통해 양광된다. 해저 착저식의 경우
각 시추파이프에서 회수되는 무암추 시료를 구간별로
회수용기에 담아 회수 하는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의 경우 또 하나의 기술적
쟁점은 착저식 시추기를 해저에 안착하여 고정시키는
다리(outrigger)의 방식과 수이다(Fig. 12). 세 개의 다
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해저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퇴
적물로 피복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개발되었다. 네
개의 다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안착지점의 고각의
경사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현재 두 방식의 장단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추 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세 개
의 다리를 이용한 시추에서도 경사도가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시추를 수행하였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Stuart, 2016), 네 개의 다리를 사용한 경우에도 미고
화퇴적물 피복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추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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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eting landing systems of seabed drill. Outrigger system with three pods (left panel) versus levelling legs
system with four pods (right panel). Left seabed drill is PROD series of Benthic (http://www.benthic.com/index.php) and
right seabed drill is ROVdrill belonging to FORUM (http://www.f-et.com/our-brands/).

였다고 주장되고 있다(Manocchio, 2016). 현재까지의
운용에 있어 해저광물자원 시추에서 두 방식의 장단점
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5. 고찰 및 결언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은 회전대에 장착되는 시추
로드의 개수 즉, 로드의 총 길이에 따라 시추 가능 깊
이가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상용화 되어 있는 착저식
시추기의 회전대에는 1.5~2 m 로드가 약 60여개 이
상 장착되므로 약 90~120 m 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해저면 조건을 고려하면 최대 약 150 m 까지 시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Cellular Robotics. Seafloor
Drills; Seafloor Geotec. Equipment: Seafloor Drill).
CRD-100의 경우 1.5 m 시추로드를 이용하며, 3000 m
수심에서 최대 65 m까지 시추 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추 깊이는 1,000~2,000 m의 장공 시추가 필요한 석
유 탐사 또는 지각하부 연구에는 적절하지 않은 반면,
해양광물자원 탐사에서는 적절한 시추 깊이이다
(Williamson & Associates. Drills; JAMSTEC. IODP
Expedition 337). 일본의 선상 탑재식 시추선 지큐
(Chikyu)는 1180 m 수심에서 2466 m까지 시추한 경
험이 있다. 선상 탑재식 시추시스템의 시추 가능 깊이
는 깊지만,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시추 할 때에는 해
저면에 도달하기 위해 체결해야 하는 시추 파이프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체결되는 시추 파이프가 늘어
나면, 1~2 km 씩 연결된 시추 파이프가 굴곡이 생기

거나 또는 해중 해류에 진동하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
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저 착저식 시추시스템은 시추
기를 해저면에 착저 하여 시추하므로, 이론상 5000 m
이상의 수심대에서도 시추가 가능하다(Williamson &
Associates. Drills).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해저 착저식 시추기는 수심 약 3000 m 에서 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해저 착저식 시추기는 시추
로드를 체결하며 투하하는 선상 탑재식에 비해 장비
준비 시간이 적고 장착해야 하는 장비들이 간소화 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1000~2000 m 수심대에서 20 m
정도를 시추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시추파이프의 양
은 선상 탑재식이 월등히 많다. 이러한 선상 탑재식
시추기의 복잡성은 선상 운용과 안전사고 등에 있어
해저 착저식보다 단점으로 인식된다(Sterk and Stein,
2015). 또한 해저 착저식은 시추선(모선)에서 투하되어
해저에 착저 하여 운용됨으로써 반드시 선상 탑재식을
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추선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은 이들 착저식 시추기를 적
재하고 투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선에서 운용되
어야 한다. 특히 투하와 회수 및 착저 후 모선과 연결
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LARS가 별도로 필요하며, 때로
는 ROV가 필요하기도 한다.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
은 모선장착/해체 및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 비용적
측면에서 탑재식보다 저렴하기는 하지만, 투하와 회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여전히 많은 전문인원이 필요하
여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단점이 있어 비용 측면에서는
선상 탑재식에 비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Sterk
and Ste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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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탐사 기법을 확보하여 해저광물자원 탐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통가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의 경우 탐사
마지막 단계인 자원량 평가 단계에 진입하여 있으며,
평가를 위해 해저 시추를 추진 중이다. 통가EEZ에 부
존하는 해저열수광체에 대한 시추는 30~60 여개 공의
시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추 깊이는 최대 20 m로
단공에 속한다. 시추를 통해 회수되는 시료는 주로 암
추 시료 획득을 목적으로 하나, 부존하는 광체의 강도
에 따라 무암추시료 회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광역적 범위에서 해저 광체를 발견하고, 표층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수행되었다. 그러나
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최종 목적 중 하나인 자원
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체에 대한 해저 시추
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독자적
인 기술을 확보하여 선상 탑재식 또는 해저 착저식 시
추 시스템 모두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저환경에 투입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해저 광물자원을 시
추하기 위한 시추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시
추 시스템이 확보되어도 이를 운용 할 수 있는 시추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시추탐사를 진
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추 시스템 확보와 함께 시추
전문 인력 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선상 탑재식 시추
시스템은 중수심(1000 m 이하)에서 장공(100 m 이상)
을 시추하기 위해 필요하며,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
은 1000 m 이상 대수심에서 단공(100 m 이하)을 시추
할 때 활용 할 수 있다. 해저 광물자원 자원량 평가를
위한 시추 시급성을 고려하면 우선 해저 착저식 시추
시스템을 확보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저 시추 사업은 해저 광물자원 탐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해양 구조물 설치를 위한 시추 탐
사에도 그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상
탑재식 시추 시스템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해
저 시추기 확보뿐 아니라 이를 운용 할 수 있는 시추

전문 인력 양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시추 전
문 인력은 확보된 시추기 운용을 통해 양성되는 것으
로 짧은 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비교적 짧
은 기간 안에 해저 시추 시스템과 시추인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시추기를 구입하거나, 기술합
작의 형태로 짧은 기간 내에 확보한 후, 이를 실해역
에서 운용함으로써 시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운용
경험을 토대로 시추기를 개선함으로써, 독자적인 시추
기와 시추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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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는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해저
열수광상, 망간각) 개발(PM5935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본보고를 위해 유익한 조언을 주신 심
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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