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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try to develop alternative energy sources, however, traditional hydrocar-

bon resources are still occupying most of the energy resources. Exploration demands for high technologies are

increasing in the development of limited oil & gas resources field owing to the exhaustion of hydrocarbon

resources for access area. Therefore, an effort for the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zimuth seismic survey, ocean-bottom seismic survey and marine controlled-source electromagnetic survey is neces-

sary as well as an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technologies such as 2D/3D seismic survey. This dissertation is

designed with the purpose of introducing marine hydrocarbon exploration technologies and analyzing their internal-

external researches, development and science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analised total 616 dissertations for the

marine petroleum exploration released in the Sci-expanded DB of ‘web of science’ during the 2001~2014 periods.

Key words : 2D seismic survey, 3D seismic survey, azimuth seismic survey, ocean-bottom seismic survey, marine

controlled-source electromagnetic survey, seismic attribute, marine petroleum exploration science information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탄화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

당히 크며 접근 용이한 지역의 석유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한계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탐사기술인 2차원 탄성파 탐사 및 3차원 탄성파 탐사 기술의 이해는 물론 새로운 기

술인 방위각 탄성파 탐사, 해저면 탄성파 탐사, 해양 전자탐사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해저 석유탐사 기술의 개요와 이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 개발, 학술동향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 국내 관련 산업

및 기술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에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Web of science의 SCI-Expanded DB에

발표된 해저 석유탐사 관련 논문(2001~2014)을 조사한 결과 616건을 대상으로 학술정보를 분석하였다. 발표문헌은

중국이 전체의 22.56%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미국과 브라질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가별

논문 수준 지수 분석 결과, 잉글랜드가 가장 높은 값(1.94)을 보여 논문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하

였고, 미국(1.77), 노르웨이(1.46), 캐나다(1.39), 프랑스(1.39), 스코틀랜드(1.38)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어 : 2차원 탄성파 탐사, 3차원 탄성파 탐사, 방위각 탄성파 탐사, 해저면 탄성파 탐사, 해양 전자탐사, 탄성파 속

성법, 해저 석유탐사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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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땅속의 석유가스는 제한적인데 그의 소비량은 증가

추세이며, 원자력,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개

발에 박차를 가하지만 전통적 탄화수소가 차지하는 비

중은 상당히 크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석유탐사

와 개발은 육지 및 대륙붕을 포함한 접근용이 지역에

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유전개발을 위한 대륙붕

탐사를 시작하였고, 지난 약 40여 년 동안 꾸준한 연

구와 기술개발에 노력하여 왔다. 특히, 1997년 탐해2

호의 석유탐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석유물리 탐사기술

을 발전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동해-1 가스전과 그의

인근에서 새로운 가스부존 유망층을 발견하였다. 또한,

동해 울릉분지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 가능성과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유가의 급등으로 전 세계는 석유가스의 확보에

소리없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부존자원이 고

갈되면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극한지/심해저 등 한

계유전에 대한 탐사수요가 증가되고, 기존의 탐사장비

와 기술력으로는 성공률 제고에 한계를 보인다. 따라

서 석유메이저 탐사회사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탐사기법 개발 및 고해상도의 지층구조 영상화에 노력

중이다. 이들은 원거리 오프셋, 다중방위각 3D 탐사,

OBC를 이용한 3D/4D 탐사기술을 개발 및 발전시켜

대륙붕은 물론 심해저에서 대규모 유전뿐만 아니라 한

계 유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

의 석유가스 개발은 점점 더 깊은 수심에서 이루어져

21세기에 들어서는 수심 1 km 이상의 환경에서도 석

유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도 석유가스를 대상으로 한 대륙붕 및 심해저 탐사의

성공률 제고와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관련 요소기술을

더욱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석유가스 매장량이

4.5 tnboe이고, 차후의 발견 가능 매장량을 약 1 tnboe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심해, 얼음으로 덮인 극

지방, 육지 및 대륙붕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5

년 동안 전 세계 석유가스의 30~50%가 심해에서 발

견되었고, 심해에서의 발견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발견 예상되는 약 1 tnboe의 석유가스는

차후 이십년 동안은 심해발견이 점차 감소되고, 극지

방에서의 발견은 증가 후 줄어들며, 대륙에서는 재 탐

사가 이루어지며 육상분지로부터 계속 석유공급이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Fig. 1).

오늘날 석유탐사는 지하지층 가시화 기술을 바탕으

로 저류층의 특성을 3차원 또는 4차원적으로 제시하고

자 노력한다. 유전에서 회수율을 1%만 높여도 수십~

수백억불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석유탐사

기술의 무한 발전이 필요하다.

2. 해저 석유탐사 기술 개요

다양한 물리탐사 방법 중에서 해저 석유가스 탐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탄성파 탐사이며, 이에는

2차원 및 3차원 탐사가 있다. 2차원 탐사는 석유가스

탐사에 널리 이용되며, 이를 보완하여 3차원 탐사가 활

용된다. 그러나 단일 방위각(azimuth)의 3차원 탐사는

고해상도의 지질구조 영상화 재현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중방위각(multi-azimuth)

탐사, 광각(wide-azimuth)탐사, rich-azimuth탐사 등

방위각 탐사기술과 해저면 탄성파탐사(ocean-bottom

seismic survey)가 개발되었다. 또 다른 석유가스 탐사

기술로는 해양 전자(marine controlled-source electro-

magnetic)탐사가 있으며, 이는 석유나 가스층의 높은

전기 비저항 특성을 이용해 탄화수소 유무를 직접 탐

지하는 방법이다.

탄성파 탐사자료의 분석기술 중에는 탄성파 속성

(seismic attribute)이 있다. 탄성파 속성에는 기본적인

진폭속성을 포함하여 복소 트레이스 분석에 의한 순간

속성, 일관성, 주파수 성분분해 등이 포함되며 계속 발

전 단계에 있다. 

2.1.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탐사

2차원 탄성파 탐사는 음원과 1개조의 수진기(스트리

머)를 예인하여 탐사를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Fig. 2). 즉, 음원에서 발생한 인공적인 탄성파가 지하

Fig. 1. Exploration Delivery - Past and Future (Da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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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을 통과한 후 해수층을 거쳐 수진기에 기록된다.

이러한 2차원 탄성파 탐사는 지하 지질구조 규명은 물

론 석유나 천연가스 유망구조 도출 등에 널리 활용되

어 왔다. 2차원 탄성파 탐사장비는 수중예인 장비인 음

원 및 수진기로 구성되며, 기록장비로는 항측, 탄성파

신호기록 및 품질관리 분야로 구성된다.

음원으로는 고압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음파를 발

생시키는 에어건이 주로 사용된다. 에어건은 단일용량

의 1개의 건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크기의 건을

조합하는 어레이(array)를 구성하여 탐사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에어건 폭발 시 발생하는 버블(bubble)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수신 장비는 동일 간격으

로 수진기를 배열한 스트리머가 사용되며 스트리머 내

의 하이드로폰을 통하여 지층의 경계면에서 반사된 아

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탐사선 내의

기록시스템으로 전달된다.

3차원 탐사의 경우 2개조 이상의 수진기를 이용하게

되며 탐사측선을 따라 단일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2차원 탐사와는 달리 일정 면적에 대한 입체적인

지질구조 해석이 가능하다. Fig. 3은 두 조의 스트리머

를 이용한 기본적인 3차원 탐사장비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3차원 탐사로부터 취득된 자료는 다

양한 유형의 해석을 통하여 지하 지질구조나 석유부존

특성관련 정보를 도출하게 된다.

최근의 3차원 탄성파 탐사는 대규모 탐사선과 전용

탐사장비, 전문탐사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외국의 일반

적인 탐사선은 선박길이 80∼95 m, 선폭 16∼18 m,

톤수 4,000 ton급, 정원 45∼55인이며, 2∼20개의 스

트리머를 진수하여 3차원 탐사를 수행한다. 음원으로

는 2개의 대규모 배열을 사용하며, 각 음원 배열 내에

2∼6개의 소규모 배열을 사용한다. 경제성을 고려하여

4~8개 정도의 스트리머가 사용되나, 점차 많은 스트리

머와 더 긴 스트리머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2.2. 방위각 탄성파 탐사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탐사의 경우 단일 방위각

(azimuth) 자료를 취득함에 따라 지하구조의 재현이 제

한적이다. 특히 지하에 암염돔과 같은 속도가 높은 지

층이 존재하거나 다양한 물성의 복잡한 지질구조는 단

일 방위각 탐사방법으로는 지하구조의 영상을 정확히

구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각

도로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는 방위각(azimuth) 탐사기

술이 개발되었다.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탐사와 같이 한 방향 방위각의

자료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단일방위각(NAZ; narrow

azimuth) 탐사에 속하며, 두 방향 이상의 방위각 자료

를 취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방위각 탐

사에 해당된다(Fig. 4). 이러한 방위각 탐사는 그 설계

유형에 의해 다중방위각(MAZ; multi-azimuth)탐사, 광

각(WAZ; wide-azimuth)탐사, rich-azimuth(RAZ)탐사

등 3가지로 구분하여 탐사 할 수 있다.

다중방위각 탐사는 두 개 이상의 단일방위각(NAZ)

자료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 척의 배를 이용하여 음원

을 발생시키고, 스트리머를 예인하여 자료를 수신한다

(Fig. 4). 즉, 2개 이상의 NAZ탐사를 배 한 척으로 서

로 다른 방위각으로 탐사하는 방법이며 단일방위각 탐

사에 비해 정밀한 지질구조 영상화가 가능하다. Fig. 5

는 단일 방위각 탐사에서 취득한 자료와 다중방위각

탐사자료의 비교 결과이다. 이 단면은 PGS에 의해 북

해의 Varg지역에서 취득된 중합 전 심도영역 구조보정

(PSDM: Prestack depth migration)자료로 단일 방위

각 탐사 자료에 비해 지하구조의 정밀한 조명이 가능

하며, 수평해상도가 증가되었다.

광각탐사는 수진시스템(스트리머)을 예인하는 1척의

배와 음원 발생을 위한 2척 이상의 배를 각각 스트리

Fig. 2.  Layout of 2D seismic equipments (Tamhae 2, KIGAM;

Lee, 2012). Fig. 3. 3D Seismic Survey (Tamhae 2, KIGAM; 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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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의 시작부분과 후미 부분에 위치시켜서 자료를 취득

한다. 즉, WAZ탐사는 넓은 방위각 자료를 얻기 위해

서 2개 이상의 탐사선을 사용하며, 넓은 범위의 광역

방위각을 갖는 자료취득이 가능하여 암염 돔과 같은

높은 속도층의 지하구조 하부에서 에너지 감쇄로 인한

지질구조 재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위각 탐사기술로 RAZ 탐사가 있다. RAZ

탐사는 다중 방위각 탐사와 광각탐사를 결합한 형태의

탐사방법이다. 즉, 보다 넓은 범위를 갖는 방위각 자료

의 취득이 가능한 광각탐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중방

위각 탐사와 같이 여러 방향에서 탐사를 수행하며,

MAZ 탐사방법으로 WAZ 배를 사용해서, 모든 탐사지

점에 대해 가장 연속성 있는 방향구간 자료를 획득한

다(Fig. 4).

2.3. 해저면 탄성파 탐사

해저 석유탐사에 이용되는 탄성파 탐사는 음원과 수

진기를 배에서 예인하는 방법인데, 이는 음원에서 발

생한 탄성파가 매질을 통과한 후 해수층을 거쳐 수진

기(스트리머)에 P파 정보를 기록한다. 그러나 배에서는

공기총과 같은 음원 만 예인하고 기록장비는 해저면에

설치하여 지층의 경계에서 반사되는 탄성파를 기록하

는 해저면 탄성파(ocean-bottom seismic; OBS) 탐사가

있다. 이 방법은 기록장비에 3성분 지오폰(geophone)과

하이드로폰(hydrophone)을 장착하여 4성분(4-component)

자료를 취득할 수 있어, P파와 S파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2차원/3차원 탄성파 탐사는 수진기(스트리머)를 배에

서 예인하므로 탄성파 에너지 감쇠 및 잡음이 함께 기

록되는 반면, 해저면 탄성파 탐사는 해저면에 기록장

치가 있어 높은 S/N 비의 고품질 자료를 기록 할 수

있고, 음원과 수진기 간의 거리제한이 없어 광각(wide-

angle) 탐사가 가능하며, 지오폰을 사용함으로써 하이

드로폰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S파를 기

록할 수 있다.

해저면의 기록장치가 노드(node) 타입으로 구성된 장

비를 ocean-bottom node(OBN) 혹은 ocean-bottom

seismometer(OBS)라고 하며, 지오폰이 스트리머 내부에

일정간격으로 내장된 형태가 ocean-bottom cable(OBC)

이며, 탐사목적, 해저면 조건, 심도, 탐사비용 등에 따

라 OBN(또는 OBS)과 OBC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OBN과 OBC 탐사는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를 이용해 대상 해저면에 반복적인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석유가스 생산정 주변의 모니

터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가스(층)의 영향으로 구

조 영상이 불명확한 지역의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해

OBC나 OBN을 이용한 다성분 탐사를 수행한다. 이는

P파와 S파가 동시에 기록되기 때문에 가스층을 통과한

P파는 공극유체의 영향을 받아 그 영상이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S파는 유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

한 저류층의 규모와 형태를 알아낼 수 있다(Fig. 6).

2.4. 해양 전자탐사

해양 전자(marine controlled-source electromagnetic;

Fig. 4. Rose diagrams for a three-azimuth MAZ survey

(left), a WAZ survey (centre), and a RAZ survey (right)

(Long, 2009, 2010).

Fig. 5.  Prestack depth migration (PSDM) comparison of

(left) one azimuth from a conventional NAZ survey versus

(right) three azimuth cubes processed to output one MAZ

cube (Long, 2009, 2010).

Fig. 6. Image comparison between (left) P-wave and (right)

S-wave (BP; Yo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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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EM)탐사는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해양탐사

방법 중 하나이며, 기존 탄성파 탐사로 확인된 유망구

조를 대상으로 석유가스 부존특성을 탐지하는데 활용

된다. 특히, 해양 전자탐사는 전자탐사 기술을 심해저

환경에 적용하여 석유나 가스층의 높은 전기 비저항

특성을 이용해 탄화수소를 탐지하므로 탄성파 탐사와

병행하여 활용하는 중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전기장 및 자기장을 수신할 수 있는 수진기는 해저

면에 고정되고, 전기 쌍극자가 장착된 송신기는 해저

면에서 50~100 m 띄워 이동하면서 탐사가 진행된다.

인공 송신원인 수평 전기 쌍극자에서 전기장 혹은 자

기장을 발생시키면 지하에 전기장이 발생하며 이 전기

장에 의해 매질의 전기 전도도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

르게 되고,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수신기에서 기록

한다. 지하에 흐르는 전류는 매질의 전기 전도도에 따

라 변화되기 때문에 수신기에 기록된 전자기장은 지하

매질의 전기적 물성인 전기 전도도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함으로써 지하 매질의 전기

전도도 구조를 밝힌다.

해저 지층에 석유가스 저류층이 존재하면 일정 송수

신 구간에서 매우 큰 값을 보여주어 해저지층 내의 고

비저항층(탄화수소 저류층)을 해석할 수 있다. 탄성파

탐사자료는 지하의 지질구조를 밝힐 수 있어 유망구조

파악에는 유리하나, 구조 내부의 물성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하기 때문에 탄성파 탐사자료를 통해 확인한

유망구조 내에 탄화수소의 부존 확인은 주로 시추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시추탐사 결과 약 90%

는 탄화수소가 아닌 염수로 차 있었을 만큼 시추의 성

공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시추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추를 하지 않고 유망 구

조 내의 물성을 파악하여 탄화수소의 부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석유개발 비용을 획기적으

로 절감시킬 수 있다.

2.5. 탄성파 속성분석

탄성파 속성(seismic attribute)이란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탄성파 특성을 정량적인 값으

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하며, 지질구조, 층서, 암석 및

공극의 유체특성 해석 등 탄성파를 이용한 모든 분야

에 사용된다. 탄성파 속성기술은 컴퓨터의 발전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진다. 1970년대 컬러인쇄가 가능해 지

면서 반사강도, 주파수, 위상, 구간 속도 등이 컬러로

도시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워크스테이션이 보급

되면서 탄성파 자료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

었고, 탄성파 자료에 물리검층자료와 같은 추가 자료

의 병합이 가능해졌다.

1970년대 후반 컬러 프린터가 대중화되면서 복소 트

레이스 분석(complex trace analysis)은 탄성파 해석에

큰 비중을 점유한다. 복소 트레이스 분석이란 탄성파

트레이스를 복소 트레이스의 실수로 간주하고 탄성파

트레이스에 대한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을 허

수로 간주하여 복소값으로 자료를 구성한 다음 탄성파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1980년대는 탄성파 속성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순간 위상의 코사인(cosine of instantaneous phase),

주 주파수(dominant frequency), 평균 진폭(average

amplitude), 부호 변환점 주파수(zero-crossing frequency)

등의 탄성파 속성들이 연구되었다. 워크스테이션의 출

현으로 컬러 단면의 사용이 활성화되었고, 대규모 대

화식 속성 계산이 가능해졌다. 탄성파 자료 처리와 도

시 능력이 크게 발달되면서 1990년대에는 탄성파 속성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였다. 1990년대 중반 3차원 탄

성파 기술이 일반화되며, 대화형 워크스테이션을 이용

한 3차원 탄성파자료 해석의 작업 흐름도가 완성되었

다. 이때부터 복소 트레이스 분석이 완전한 3차원 탄

성파 볼륨에서 수행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석에도 이용

되기 시작했다.

속성 대비도표(cross-plot)는 2∼3개 탄성파 속성간

의 변화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적절한 쌍

의 탄성파 속성내용을 대비도표에 표시하면 일반적인

암상과 유체 특성의 해석이 가능해 진다. 특히, 여러

속성을 3차원으로 조합하여 제시했을 때는 더 정확하

고 신뢰할만한 해석을 제공하기도 한다. 

3. 학술정보 분석

해저 석유탐사에 관한 학술정보 분석은 Web of

Science(Thomson Reuters)를 이용하였다. Web of

Science의 SCI-Expanded는 과학 잡지의 학술적 색인

으로서, 150개 과학 분야에 걸쳐 7,100개 이상의 주요

잡지를 완전하게 색인을 부여하고 색인기사 모두의 피

인용 문헌을 수록하고 있으며, 1899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SCI-Expanded DB에 발표된 해저 석유탐사

관련 학술정보(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록, 검

색일 2014년 6월 24일)를 조사한 결과, 626건이 검색

되었으며, 이 검색 결과를 정밀 검토하여 관련도가 적은

논문을 제외한 616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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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문저자 국적은 교신저자 국적으로 기준하였다.

학술정보 분석범위를 2001년 이후로 결정한 것은

20세기는 2D 탄성파 탐사를 이용하여 석유발견에서 대

규모 구조의 유전탐사가 완료된 기간이라면 21세기는

탐사장비 및 기술력의 발달로 주로 3D 탄성파 탐사를

이용하여 극한지/심해저와 같은 프론티어 지역탐사 및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고난도 지역에 대하여 3D 탄성파 탐사 이외에

도 방위각 탄성파 탐사, 해저면 탄성파 탐사, 해양 전

자탐사 및 탄성파 속성기술 등의 새로운 탐사기술에

의한 정밀 분석이 요구되어 이 글은 최신의 학술정보

분석 결과와 관련된 논문을 주로 도출하여 검색하였다.

3.1. 발표 문헌의 연도별 현황

해저 석유탐사 관련 학술정보는 2002년부터 2004년

까지는 감소 추이를 나타내다 2005년부터는 2009년을

제외하곤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매년 5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

최근에 들어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Fig. 7).

해저 석유탐사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수도 논문수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논문 당 저자수가 2010년

까지는 4명 미만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4명 이상으로

나타나 공동 연구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3.2. 발표 문헌의 국가 분석

해저 석유탐사 관련 논문의 저자 국적을 분석한 결

과 세계적으로 59개 국가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교신저자 국적으로 정의하였

다. 이들 국가 중 중국이 139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

체 616편의 논문 중 22.56%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94편

(15.269%), 브라질은 52편(8.44%)의 논문을 발표하여

각각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9).

따라서 해저 석유탐사 관련 연구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브라질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편의 논문 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 연구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논문

을 발표한 중국은 2006년까지는 매년 10편 미만의 논

문을 발표하다가 2007년부터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

표하였으며, 2011년 이후에는 매년 20편 이상의 논문

을 발표하고 있어 최근 들어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미국은 2002년부터 매년 5 내지 10편의 논문

을 발표하여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사료된다. 브라질은 2008년까지는 매년 5편 미만의

논문을 발표하다가 2009년 이후부터 5편 이상을 발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The trends of number of papers and accumulated

number of papers in Marine Petroleum Exploration (2001-

2014).

Fig. 8. The trends of number of papers, number of authors

and number of authors per paper in Marine Petroleum

Exploration (2001-2014).

Fig. 9. The ranking major country for papers in Marine

Petroleum Exploration (200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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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논문 수준은 특정 기술 분야 전체 논문의 평

균 피인용 수에 대해 특정 국가 발표 논문의 평균 피

인용 수의 비를 구해 피인용 수에 기반을 둔 질적 수

준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수준 지

수가 1.0인 경우 특정 국가가 발표한 논문의 평균 피

인용 수가 해당 분야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와

같음을 의미하며,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평

균 피인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논문의 수준 지수 분석 결과, 잉글랜드가 가장

높은 값(1.94)을 보여 논문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

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 평균 이상

의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잉글랜드를 비롯하여 미국

(1.77), 노르웨이(1.46), 캐나다(1.39), 프랑스(1.39), 스

코틀랜드(1.38)가 있다(Fig. 10).

3.3. 발표 문헌의 연구기관 분석

해저 석유탐사 관련 논문의 교신저자 소속기관을 분

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385개 기관에서 관련 연구가 수

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China University Geosci가 26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616편의 논문 중 4.22%를 점유

하며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nese Acad Sci가 22편(3.57%), China University

Petr는 18편 (2.92%), 그리고 The Universidade

Federal do Rio Grande do Sul가 11편(1.79%)의 논

문을 발표하여 각각 2, 3, 4위를 차지하였는데, 1위에

서 3위까지가 중국의 연구기관이고 4위가 브라질 연구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3.4. 발표 문헌의 연구영역 분석

해저 석유탐사 관련 논문의 연구영역을 분석한 결과,

Geology가 232편으로 전체 616편의 논문 중 37.66%

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

으며, Engineering이 165편(26.79%), Environmental

Science & Ecology가 106편(17.21%)의 논문이 발표

되어, 해저 석유탐사 연구는 Geology, Engineering,

Environmental Science & Ecology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Fig. 12).

4. 결 언

석유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해저 탄성파 탐사기술은

물리탐사 기술 중에서 탐사효과가 가장 큰 기술이다.

자료취득과 처리 및 해석을 포함하는 2/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에서는 정확한 지질구조 파악과 시추위치 선

정이 가능하다. 또한 석유부존 유망구조 발견 및 석유

매장량 확보에 기여하며,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 탐사

성숙 지역을 선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탐사 성공률 제

Fig. 10. The Index levels versus number of papers of major

country in Marine Petroleum Exploration.

Fig. 11. The trends of ranking major institute for papers in

Marine Petroleum Exploration (2001-2014).

Fig. 12. The major research field of papers in Marine

Petroleum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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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합리적인 석유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세계 해저 석유탐사 시장은 거대한 다국적 탐사 회

사에 의하여 미국과 북유럽으로 양분되어 있다. 탐사

규모도 대용량의 탐사장비를 사용하여 대규모 3차원

탐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규모 유전은

그 발견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고

난도 한계 탐사지역이 향후 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국내 해저 물리탐사 기술은 선진국의 기술 수준으로

발전하는 전환기적 과정에 있으며, 자료취득은 1990년

대 이후 2차원 아날로그 방식에서 3차원 디지털 방식

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서 자료처리는 소규모 처

리에서 대규모로 신속 정확한 방식이 요구되며, 자료

의 분석 및 해석 방식은 수동방식에서 자동화, 대화식

실시간 품질관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탐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탐사선은 탐

해2호 뿐이다. 1996년 건조된 이 탐사선은 선령 18년

이상으로 건조 당시 최첨단 3D 탐사장비를 장착하여

3D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모 측면에서 최소한의

3D 탐사규모에 그치고 있고, 급속한 노후화에 따른 탐

사공백을 대체할 석유물리탐사선의 건조가 시급하며,

3D 탐사기능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Web of science의 SCI-Expanded DB에 발표된 해

저 석유탐사 관련 학술정보(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

까지 수록)를 조사한 결과, 616건이 검색되었다. 해저

석유탐사 관련 논문의 저자 국적을 분석한 결과 세계

적으로 59개 국가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중국이 139편의 논문을 발표

하여 22.56%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94편(15.269%), 브라질은 52

편(8.44%)의 논문을 발표하여 각각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국

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논문의 수준 지수 분석 결과,

잉글랜드가 가장 높은 값(1.94)을 보여 논문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잉글랜드를

비롯하여 미국(1.77), 노르웨이(1.46), 캐나다(1.39), 프

랑스(1.39), 스코틀랜드(1.38)가 있다. 해저 석유탐사 관

련 논문의 연구영역을 분석한 결과, 지질분야가 232편

으로 전체 616편의 논문 중 37.66%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탄화수소가 차치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며 접근 용이한 지역의 석유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한계 유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탐사기술의 이해는 물론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적용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해저 석유탐사 기

술의 개요와 이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 개발, 학술동향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 국내 관련 산업 및 기술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에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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