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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문) 

한국자원연구소는 남태평양 도서국가를 중섬으로 결성된 SOPAC C남태평양 응용 

지구과학위원회)과의 지구과학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KIGAM-SOPAC 

양해각서 CMOU)를 체결하고，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의 지원하에 정책 및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금년에는 자원(연) 보유 지구과학기술지원을 

통해 SOPAC 및 SOPAC 회원국과의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SOPAC의 요 

청에 의하여 서사모아지역 Savai'i 해안의 연안 지형 및 지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SOPAC이 관 리 · 운 영 하고 있 는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와 Petroleum Data 

Bank에 저장되어 있는 지질자료와 탐사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자료저장 형태를 분 

석하였다. 

자원(연)은 특히 광물자원프로그램과 환경과학 프로그램의 전문가 그룹 활동을 

통하여 97/98 회계년도에 SOPAC이 수행하였던 사업을 평가하고， 99년의 사업계획 

을 검토하여 자원(연)의 99년 사업계획수립에 참고코자 하였다. 또한 SOPAC Work 

Program 수행을 위하여는 영국 지질조사소를 비롯하여 약 10 여개국의 20 여개 기 

관과 UNDP 등 10 여개의 국제기구가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각 기관의 

SOPAC 지원활동에 관한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지구과학분야의 발전방향을 예측 

하고 향후 지구적 규모의 국제적 공동연구사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 

였다. 

또한 SOPAC 회원국중 육상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나라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각국의 자원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파푸아뉴기니 CPNG)의 1997년도 자원 

정보， 금 · 은 · 동광상과 관련된 광업계 및 석유산업에 관한 정보， 그리고 지질조사 

소의 활동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금년 11월 서을에서 개최된 15차 한국 호주 자 

원협력위원회에 SOPAC Petroleum Data Bank(PDB)의 자료해석에 관한 의제를 제 

출한 바 있어 PDB를 관리하고 있는 SOPAC과 AGSO와의 새로운 협력이 기대된 

다. 이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유도하고 관련 자원정보를 지속적으 

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SOPAC 지구과학 프로그램지원사업은 자원(연)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동시에 SOPAC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자료공유를 가 

F 

서
 니
 



능하게 하며 해외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활성화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1 。
끼λ-

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역할이 크게 기대 

된다. 

SUMMARY 

Since the agreement of MOU between the KIGAM and SOP AC in 1997, the 

supporting activities were committed in the mineral program unit and 

environmental science program unit. The coastal morphology mapping, which 

was requested by SOPAC, was carried out by the KIGAM staff on the Savai'i 

ialand, Western Samoa. The objectives is to establish features of the coastal 

environment and active coastal processes, to identify potential resources areas 

for the future aggregate assessment and to compile coastal morphology data of 

the coastline from Saleologa to Pu' apua, Savai ’ i. The preliminary report will be 

submitted to the SOPAC Technical Secretariat in early 1999. 

The SOPAC Information Technology (IT) Center continued to produce a large 

amount of data in digital form and GIS- based database of onshore and offshore 

mineral exploration. KIGAM analyzed the databse system and inventories if IT 

to share the database and technical cooperation. The onshore minerals activities 

are directed at Fiji, Solomon Islands , Papua New Guinea and Vanuatu. To 

provide general assistance to explorers who are interested in developing the 

region' s mineral wealth, KIGAM put effort into creating a preliminary mineral 

productions database in PNG during 1998. The petroleum potential of the South 

Pacific region is of interests through the brief examination of the survey data 

stored at the SOPAC Petroleum Data Bank, which is managed by AGSO in 

Canberra. KIGAM pursued the preliminary mandate to assess and promote the 

petroleum potential of the region. KIGAM hopes to update its database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AGSO for the high priority islands countries such as 

Vanuatu and Solomon Islands. 

As a long- term strategy towards SOP AC region, KIGAM will extend its 

working areas with geoscience capability an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dividual island country, related organizations and SOPAC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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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잘적 ·계획서 

(국문) SOPAC 지 구과학 표 로그 램 지 원사업 
과제명 

( 영 문) Support of SOPAC Geoscience Programs 

주관연구 (소속) 석유 · 해저연구부 

기관 
한국자원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이 성록 

참여기업 없슴 

당해연도 내부인건비 78,693 연구기간 1997. 1 - 계속 

연구개발 개발보전금 41,984 연구년차 2 년차 

비 직접경비 73,000 총 참여 

(천원) 연구원 수(명) 
11 명 

계 193,677 

1 968년 통가(Tonga)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남태평양 지역의 망간단괴와 심해저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원개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한편 1966년에 동남아시아에서 설립된 CCOP가 성공적인 지역협력기구로서 발전하자， 1970 

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반퉁(Bandung)에서 개최된 ECAFE 회의에서 피지대표단에 의하여 

남태평양지역 국가의 국익증진 방안과 무생물해저광물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지역기구의 설 

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 1971년 ECAFE 는 피지를 비롯한 6 개국이 참가한 예비회의 

를 개최하여 협력기구 발족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1972년 UNDP!ESCAP(the United 

Nations Econon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후 원 하 에 피 지 를 비 롯 

한 7 개국이 정 식 으로 CCOP/SOPAC(the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South Pacific Offshore Areas)을 결 성 하여 남 태 평 양 지 역 의 석 유， 

연안중사광물，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2년 UN이 

CCOP/SOPAC은 UN의 산하기구가 아니고， 제한적으로 법적 지위를 갖는 기구임을 천명함에 

따라 1984년 CCOP/SOPAC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자 독럽적인 정부간 지역기구임을 확인 

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1989년에는 그 명칭도 SOPAC(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명칭변경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회원 당사국들은 설 

립 당시의 심해저광물자원과 석유자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최근에는 연근해저의 광물자원과 

연안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SOAPC은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국가관 

할내권에 부존하는 무생물자원의 관리 및 환경친화적 개발에 지구과학지식을 응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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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도서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To improve 

the well being of the people of Pacific member countr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geoscience to th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non- living resources). 위 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SOPAC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육상， 연안， 심해저의 무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골재자원， 망간각，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사금 등) 

- 지질현상과 지질재해에 대한 연구 

- 지구과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 연안역 관리 

- 석유， 지열 및 조력 에너지자원 평가 

- 회원국을 대신하여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 관리 

- 회원국의 지구과학분야 연구능력 배양 

현재 SOPAC은 호주 등 177H 국의 회원국과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2개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등 약 10여개 국가와 20여 해외기관이 재 

정지원을 하는 지원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태평양의 도서 회원국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무생물자원을 자체 조사， 평가할 능력이 없 

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조사요청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 과학적 능력 

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지원을 통해 경제자립 및 과학기술력 향상을 기 

대하고 있다 

일본·미국·유럽연합국 등의 지원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SOPAC과의 지속적인 

기술협력과 프로그램 제공의 지원활동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 

으며， 또한 SOPAC 사무국은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이 지역에 일찍 진출한 

몇 몇 선진국의 기술력 제공으로 자원정보관리분야에서 선진화되어 있어 남태평양 

의 지구과학 분야에 늦게 참여하게 된 우리나라로서는 SOPAC과의 협력체제구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자원정보 공유 빛 이의 활용이 절실하게 요구되기도 한다. 따 

라서 대부분의 금속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전략광물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지구과학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하여 아시아 · 태평양권의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여는 SOPAC 및 개별국가와의 국제협력， 지질전문가 파견에 의한 기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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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nnation Technology Center의 기존 자원탐사 및 지질자료에 대한 자원정보망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향후 상업적 개발에 대비하여 부존자원에 대한 자원잠재력 

평가 및 지구과학 지식을 축적하고 기존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SOPAC 및 회원국과의 장기적인 자원협력체제 강화정책이 요구된다. 

1.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몇 평가의 착안점 

7￥.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1) 연구목표 

- SOPAC 및 태평양 도서국가와 자원협력 및 과학기술교류 활성화 

- 자원(연) 보유 기술력 제공으로 SOPAC 회원국의 지구과학 기술력 향상 도모 

SOPAC의 기존 GIS 잊 Database의 자원정보관리 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초 

호Lλ} 
'-'-- --, 

2) 연구 내용 

- SOPAC 기 술사무국의 97/98에 수행 된 Work Program 분석 

SOPAC 기술사무국의 99년도 사업계획 분석을 통한 아국의 활동 계획 제시 

전문가 단기 파견에 의해 Western Samoa의 Savai ’i 연안지형 및 지질조사 

- Infonnation Technology Center 와 SOP AC Petroleum Data Bank의 기 존 

탐사자료(심해저， 석유， 육상광물자원 등) 와 자원정보 분석 

SOPAC 회원국중 파푸아뉴기니의 최근 자원정보 분석 

나. 평가의 착안점 

• SOPAC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유지 및 외국기관과의 공동협력 방안 확대. 

•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익 향상 노력 여부 

남태평양지역에서의 한국의 지구과학 기술력 위상 제고 방안 

취득 자원정보의 관리 및 D/ B 

n 3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 KIGAM-SOPAC MOU 후속조치로 현지 지질조사를 통한 기술력 제공 

- 석유자료은행 기존탐사자료의 개략 분석후 향후 활동 방향 설정 

-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 보유자료의 활용 방법 설정 

• 외무부， 피지 주재 한국대사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공동 협력을 통 

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 평가 

- 한국의 SOPAC 참여 활동은 남태평양지역국가와 우호 외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외교부와 피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매우 관심이 지대한 분야이며， 이에 대한 지 

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었으므로 자원(연)의 98년도 SOPAC 활동은 매우 성공 

적이었음 

- 서사모아의 지형 및 지질조사결과는 향후 해안선의 관리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예 

방측면에서 도서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될 것임으 

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의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와 Petroleum Data Bank의 보유자료는 해 외 자원 

개발을 추구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기존 자료 접근이 용이할 뿐더러 단계적으로 

자료 해석이 이루어 칠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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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수행방법 

한국자원연구소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SOPAC 

기술사무국 

Information Environmental Petroleum 
Mineral 

Technology Science Data 

Center 
Program 

Program Bank 

11 SO~AC보유자료 | 지질전문가 

11 Da魔rmat보유자료검색 현지조사 
Database 

기술공여 

SOPAC과의 협력체제 강화 

자원정보 공유 및 활용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으로 회원국의 경제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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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연구내용 

98년도에 수행한 SOPAC 지원사업의 내용은 크게 5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즉， 

1) SOPAC 지구과학 프로그램의 현황분석과 SOPAC과의 국제협력 확대. 

2) 27차 SOPAC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SOPAC 지원활동을 소개하고 

회원국과의 자원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협의(피지의 육상자원) . 

3) Western Samoa의 Savai'i지 역 의 연 안 지 형 및 지 질 조사 : 해 안선 침 식 및 

보호와 골재자원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 

4) 호주지질조사소(AGSO)에서 관리 · 운영하고있는 석유자료은행 (Petroleum Data 

Ba따()의 기존 탐사자료 현황분석과 해석 가능한 자료의 선별 작업 

5) SOPAC Infonnation Technology Center 보유 자료의 활용 

으로 구분 펼 수 있다. 

나. 연구결과 

1) SOPAC 프로그램 분석 및 국제협력 확대 

1997/1998년도에 SOPAC이 프로그램별 분야별로 수행한 구체적 사업은 첨부 l의 

연차총회참석 보고서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27차 연차총회에서 심의된 99년도의 주 

요 사업계획은 첨부 2와 같다. 97/98년도 수행사업에는 자원(연)의 SOPAC 지원활 

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99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 서사모아의 지질조사 

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자원(연)은 SOPAC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연구기관 

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바， 프랑스의 해양개발연구소 

(IFREMER)가 뉴칼레도니아 해역의 자원조사를 목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99년도의 

ZoNeCo program에 자원(연) 연구원이 조사선에 동승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SIMRAD에 의한 자료처리기술을 향상하는데 참여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일 

본의 금속광업사업단(MMAJ)은 1985년부터 이 지역의 심해저광물자원탐사를 15년 

계획으로 수행중에 있어 phase 3의 탐사결과가 발간될 경우 이를 무상으로 기증하 

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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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국제협력단이 매년 지원하고 자원(연)이 주관하는 개도국 대상의 광물자원 

탐사 훈련과정에 이 지역의 훈련생 1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SOPAC 사무국， 

KOICA 피지사무소 그리고 본부와의 업무 협의를 진행중이다. 

2) SOPAC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 의 GIS 분석 

SOPAC 사무국은 1997년 국제 해 저 기 구 O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취합한 태평양과 인도양의 망간단괴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자료를 지질정보시스 

템화 CDatabase & GIS)하고 이를 회원국， 선행투자가 그리고 일반에게 공표하여 

국제해저기구의 과학 · 기술적 역할을 인식케 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는 Window 환 

경에서 access 되도록 설계되었고 CSOPAC Misc. Report, 1997), 국제해저기구의 광 

업규칙 CMining Code)에 따라 광구등록시의 신청지역， 광구포기제도에 따른 포기 지 

역과 조사지역， 개발대상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Mapinfo에 의해 도면화가 가 

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PolyDat에는 또한 시료채취방법， 위치， 화학조성， 부존밀 

도 등 모든 탐사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자원(연)은 이미 96년도에 연근해저 및 심해 

저의 지질 및 지구물리자료를 database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마친 상태이나， 자료 

저장과 출력시스템이 SOPAC과는 상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의 data 

format 및 사용 전산시스템의 통일 표준화함으로써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이 

매우 중요하다. SOP AC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응 

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부록 3과 같다. 

3) 현지 야외조사를 통한 기술력 제공 

1997년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로서 자원(연)은 해안지형 및 지질조사를 위해 

98년 7월 지질전문가를 약 20 여일 동안 파견하였다. 조사지역은 SOPAC 사무국의 

요청 에 의 하여 선 정 된 Western Samoa의 Savai'i Island로서 섬 연 안의 지 형 및 지 

질 야외조사를 실시하여 지질학적인 자연현상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는 동시에 향후 골재자원개발에 필요한 기본자료 

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예비보고서는 부록 4와 

같으며 도면작업을 추가하여 99년초에는 보고서를 SOPAC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 

다. 아울러 SOPAC 사무국은 Savai ’ i섬에 대한 추가조사를 자원(연)의 99년 사업에 

포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97년도에 통가CTonga)의 바바우CVava'u)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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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결과중 오거시추에 대한 추가자료가 부록 5에 포함되어 있다. 

4) Petroleum Data Bank 탐사자료 분석 및 자료 해 석 을 위 한 협 력 방안 

남태평양의 일부 국가， 즉 바누아투(Vanuatu) ， 통가(Tonga) ， 피지 (Fij i) 및 솔로몬제 

도(Solomon Islands)에 대 한 석 유탐사자료는 호주지 질조사소(AGSO) 에 의 하여 관 

리 운영되고 있다. 금번 사업을 통하여 태평양 도서국가의 석유부존 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석유자료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탐사자료의 저장형태와 

탐사실적 그리고 자료의 양과 질을 분석하여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사항은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15차 한국-호주 자원협력위원회에 

서 한국측의 공식 의제로 선정되어 자원(연)의 이 성록이 이에 관해 호주의 지질조 

사소(AGSO)와의 협 력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호주는 Petroleum Data Bank에 탐 

사자료의 관리 및 지질학적 해석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석유자료은행이 보 

유하고 있는 각 국의 기존 탐사자료의 현황과 상기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부록 

6과 같다. 

5.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SOPAC은 호주 외 남태평양 도서국가 177B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미국， 일본 등 약 

10 여개 국가와 20여개 연구기관 그리고 UNDP 등 UN의 산하기구가 주요 지원국 

으로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국의 활동목표와 이 지역에 대한 

장기계획 등의 정보 획득을 위하여는 주요 관련 지원국(또는 지원기관)과의 협력체 

제 확대가 요망된다. 예를 들변 일본은 1985년부터 이 지역에 대한 심해저탐사활동 

을 장기적으로(15년 계획) 수행하면서 다양한 자원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나 많은 자 

료가 일본내에 저장 관리되고 일부만이 SOPAC과 해당국에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본과의 기술정보 교류를 확대할 펼요가 있으며， 다수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기술 축적은 물론 지구과학 

지식을 증진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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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성과 

- SOPAC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및 자원(연)의 지구과학 기술력을 국 

제적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남태평양 국가와의 상호 우호 체제 확립 

저비용으로 남태평양의 자원정보 공유 

- SOPAC 지원국가 또는 지원기관의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분야 분석으로 

향후 지구과학분야에서의 연구 방향 추정 

- 해외자원개발 가능 분야 발굴로 민간기업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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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 전산임력서 

I . 연구과제 기본사항 

*과제번호 

1. 사업명 정책 및 지원사업 

2 과제멍 SOPAC 지구과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연구기관명 한국자원연구소 4. 연구책임자멍 이성록 

(기관코 E) (인명코 E) 

는j 처 D〈그1 부처코드 부처별 출연금액 .. 
5. 당해연도 

저ζ:> 넌「긍 i를 '21 二I그그 i ) 과학기술부 저13 담당관실 193,677 천원 
천원 

기 。l;{’ 명 기업코 E 기I~ 벼 E프 -UT-다 t그그 C그 O --”1 

6. 당해연도 
천원 

기업부담금 
전원 

천원 

7. 총연구비 정부출연금 1 193 ，677천원 기임부담금 천원 

8. 당해연도 

년차 
10 년줄 2 년차 9 잠어연구원수 11 DC그1 

* 는 공란P로 비 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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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구내용 및 결과 

1. 당해년도 연구수행 내용 (100자 이내) 

- SOPAC 기술사무국으I 97/98에 수행된 Work Program 분석 

- SOPAC 기술사무국의 99년도 사업계획 분석을 통한 아국의 활동 계획 제시 

- 전 문가 단기 파견 에 의 해 Western Samoa의 Savai'i 연 안지 형 및 지 질 조사 

- I nformation T echnology Center 와 SOPAC Petroleum Data Bank의 기 존 

탐사자료(심해저， 석유， 육상광물자원 등) 와 자원정보 문석 

SOPAC 회원국중 파푸아뉴기니의 최근 자원정보 문석 

2. 당해년도 연구결과 (50자 이내) 

SOPAC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및 자원(연)의 지구과학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남태평양 국가와의 상호 우호 체제 확립 

- 저비용으로 남태평양의 자원정보 공유 

- SOPAC 지원국가 또는 지원기관의 남태펌양 지역에 대한 관심분야 문석으로 향후 지구 

과학문야에서의 연구 방향 추정 

- 해외자원개발 가능 문야 발굴로 민간기업 참여 

3 차기년도 연구계획 내용 (100자 이내) 

- SOPAC 회원국 및 참여기관과의 협력 강화 

9C 
7T --'-. 

• 지질전문가 파견에 의한 현지 조사 및 기술력 제공 (서사모아) 

-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에 서 의 GIS. D!B 작업 

- 남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외국기관과의 공동 연구사임 추진 

왔 본 쪽의 내용은 OCR 방식에 의해 전산잉력될 것이므로 입력내용을 [

에 기재하여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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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OPAC 연차총회 참석 보고서 

-21 -



l 귀국보고서 l 

제 27차 SOPAC 연차총회 참석 

SOPAC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남태평양 응용지구과학 위원회) 

1998년 10월 

한국자원연구소 

- 23 -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행국 : 피지 

2. 여행목적 

- 제 27차 SOPAC 연차총회 참석 

- SOPAC 관련국 자원정 보 및 지 원동향 분석 

3. 여행기간 1998. 9. 25. - 1998. 10. 6. 

4. 보고서 작성자 : 석유-해저연구부 책임연구원 이 성 록 

5. 여행자 인적사항 

직 위 (직급) A ‘ -‘õ 
서 며 
。 。

까、 
J-

석유·해저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성록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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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한국자원연구소는 1994년 마살공화국에서 개최된 23차 연차 총회에 대표를 파견 

한 이래 매년 한국을 대표하여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지구과학연구 동향에 대한 

국제적 위상 확립， 사무국 및 회원국으로의 기술 제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과 

학기술부에서는 이를 위해 1997년부터 자원(연) 기관고유사업으로 “ SOPAC 지구과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SOPAC은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의 약어 로서 , 남태 평 양 지 역 의 도서 국가인 피 지 가 중심 이 되 

어 1972년 CCOP/SOPAC이 란 기구를 결성하고. 1984년에는 CCOP/SOPAC으로부 

터 분리 독립하여 SOPAC이란 명칭하에 결성된 지역내의 정부간 협력기구이며， 회원국 

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17개국이다. 설립 목적은 남태평양의 국가 관할권 

내에 부존하는 무생물자원 (Non-living resources) 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지구과학 

지식을 응용하여 도서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복리 후생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독자적으로 지구과학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경제적 · 과학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SOPAC과 이를 후원하는 

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지원을 통해 회원국의 지구과학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조사 

연구사업의 촉진 · 관리，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 공여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SOPAC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은 아래와 같다. 

O 육상. 연안， 심해저의 무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골재자원， 망간각，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사금 등) 

O 지질현상과 지질재해에 대한 연구 

O 지구과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활용 및 보급 

O 연안역 관리를 위한 제반 프로그램 수행 

O 석유. 지열 및 조력 에너지자원 조사 및 평가 

O 회원국을 대신하여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 관리 

O 회원국의 지구과학분야 연구능력 배양 

본 보고자는 금번 한국정부와 한국자원연구소를 대표하여 단독으로 총회에 참석하고， 

피지의 수바(Suva) 에 소재하는 현지 외무공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하여 SOPAC 

29-



지원업무에 관련된 업무협의를 수행하였다. 

금번 출장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E프1 정 -까「‘ 행 업 -t「j

1998년 9월 25일 二그 대전 • 서울 • 오클랜드 n 

1998년 9월 26일 토 오클랜 E • 피지(난디) • 피지(수바) 

1998년 9월 27일 일 
- 현지 공관과의 업무 협의(총회 일정 및 아국 

대표의 총회 활동계획 사전 설명) 

1998년 9월 28일 월 
SOPAC ST AR Session 및 W orking Group 회 의 
참석 

연차총회 개막식 

1998년 9월 29일 화 회원국대표 연설 아국을 비롯한 후원국대표 

연설， 97/98 사업 및 회 계보고 

1998년 9월 30일 -까r 
TAG (Technical Advisory Group) 회 의 

광물자원， 수자원 및 에너지 분야 

TAG 회의 속개 

1998년 10월 1 일 E-1L 재해평가， 해양， 인적자원개발， 정보기술， 재앙 

감소， 출판 및 도서분야 

1998년 10월 2일 二:L
TAG 회 의 속 개 및 Policy Session 

D 

사무국 운영， 장기발전 전략 협의 

총회 폐막 

1998년 10월 3일 토 99년 사업 및 회계 승인， 합의문 채택， 차기 총 

회 일정 및 장소 등) 

1998년 10월 4일 일 
총회활동 요약 보고서 제출 및 

향후 지원방안 협의 

1998년 10월 5일 월 피지 (수바) • 오클랜드 

1998년 10월 6일 화 오클랜 E • 서울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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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본론 

1. SOPAC STAR Session 및 제 27차 연차총회 참석 

가. SOPAC STAR Session 참석 

1. ST AR Session 회 의 참석 

SOPAC STAR(Science , Technology And 요~sources Network)은 통상 총회 

개막 이전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각 분야별로 남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 

표하고， 중요한 결과는 전문가 그룹회의를 통하여 SOPAC 사무국이 실질적인 사업성과 

를 거둘수 있도록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금번의 

STAR회의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통하여 총 49편 

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각 분야별로 발표된 논문은 아래와 같다. 

Coastal Unit Mike Morris의 피지 Laucala Bay의 Nukubuco 환초에 대한 퇴적학 

적 연구결과 발표 외 6편 

Hazards Unit Shane Cronin 의 Tuvenui 화산활동의 최 근 시 기 에 관한 발표 외 7편 

Tectonics U ni t M. G. Petterson의 솔로문 군도 Makira의 지질도에 관한 내용 외 3 

편 발표 

Minerals Unit Christopher Yeats의 PNG Manus분지의 열수활동에 관한 발표 외 

5편 발표 

Water Unit Tony Falkland의 통가왕국에서의 지하수자원 평가 및 개발에 관한 발표 

외 4편 발표 

Oceanography Unit Yoshifumi Kuroda의 일본 JAMSTEC의 TRITON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 외 2편 

Mapping Unit Wolf Forestreuter의 남태 평 양 도서 국가의 원격 탐사자료에 관한 발표 

외 2편 

그리고 Poster 발표에서는 Jean-Marie Auzende의 F AUST program을 비롯 

하여 전체 18편의 발표가 STAR Session 동안 진행되었다. STAR Session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에 의해 발표된 연구결과는 SOPAC Miscellaneous Report 300에 수록되 

어 있다 . 

1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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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R Working Group 회 의 

논문발표후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회의는 5개분과로 구분하여 속개되었으며， 각 분과 

별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2. 1. 연근해저자원 및 해안형성 분과 

- 한국의 이 성록 외 21명 참석 

- 1997년도의 분과회의에서 토의된 사항에 대한 진도 점검. 

- 사무국 건의 사항 1998 GOOS Workshop 개최， 항공탐사 실시， 다자협력 형태 

의 프로그램 개발， 골재자원의 형성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의 지속적 수행과 환경영향 

평가와 관측， 연안관측망의 확대 등을 건의. 

2.2. 지질재해 분과 

- 호주의 Paul TaylorC위원장) 외 15명 참가. 

- 태평양 지역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지속개발을 통한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재해요인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위험분자 평가， 재해관리계획， 재 

해완화작용， 지역내의 자료취합 등의 공동작업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 

- 표준화된 재해 경보시스템. 관측장치등에 의한 효과적 GIS 체제 유지. 

- 최근 PNG에서의 해일 (Tsunami)을 평가하기 위한 일본 JAMSTEC의 조사계획에 

대하여 감사의 뜻 전달. 

2.3. 해양분지 광물자원 기술분과 

- 미국의 Michael Cruickshank (위원장) 외 13명 참가 

- 망간단괴， 해저열수 유화광상，인광석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저변 조사 등에 관한 

토의 진행-

- 망간단괴 : 망간단괴 채광은 현재의 육상자원으로 인하여 비경제적이며 가까운 장 

래에는 개발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평가하고， 최근에는 망간단괴에서 망간각과 유화광 

상쪽으로 추이가 이동되고 있음을 보고. 그러나 Line Islands와 Phoenix Islands 

의 망간단괴 조사와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또한 Niue의 Co가 풍부한 단 

괴에도 관심을 표명-

- 해 저 열 수유화광상 1997년 말 호주의 N autilus Minerals Corporation은 PNG 

의 EEZ내에 분포하는 유화광상 개발권을 획득. 러시아는 유화광상 개발탐사에 관한 

” “ 



절차 등 관련 법규제정을 국제해저기구C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에 요청 

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 또한 Fiji 북단 Triple Junction에서는 30%의 구리를 함 

유한 광석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하였으나， 연속성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 없슴 . 

- 인광석 : 마살공화국은 lagoon내의 해저 인광석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고， 우선권 

부여를 사무국에 희망. 

- 메탄 수화물 : 새로운 에너지원， 석유개발의 재해요인， 그리고 지구기후변화의 요인 

으로서의 메탄수화물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후원국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 . 최근의 

탐사에서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에서 가스 수화물 (gas hydrate) 이 발견되었음을 

보고-

- 해저면 조사 Fij i. Tonga. Niue등은 대륙붕의 해저면 조사를 요청 . 

2.4. 해양분과 

- 일본의 Y oshifumi Kuroda 등 10 명 참가. 

- 일본 JAMSTEC이 계 획 하고 있는 TAO/TRITON Array에 관하여 주로 토의 . 관측 

용 부표는 주로 적도를 중심으로 설치될 것이며， 수면에서 750미터의 깊이에 이르기 

까지 염도， 압력， 풍속과 방향， 해류， 온습도 측정등을 수행하게 됨. 특히 El Nino 

현상 및 일기예측 등의 임무를 수행 

2.5. 수자원 및 에너지분과 

- 호주의 Tony Falkland (위 원장) 외 14명 참가. 

- 작년의 26차 연차총회에서 제안되었던 사항에 대한 검토. 

- SOPAC과 회원국은 수자원개발분야의 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회원국에게 이익이 돌 

아갈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함을 피력. 

- 6개월 간격으로 newsletter 발간 및 배포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무국은 

회원국 요청시 디지탈 자료를 공급하도록 함. 

- 금년 총회에서 제안된 에너지분야의 우선 과제가 1999년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요 

청함. 

q J 끼
 
J 



개막 나. 27차 연차총회 

연차총회에 관한 상세 내용을 일 27차 SOPAC 3일까지 계속된 

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0월 29일부터 9월 

행사 개막식 1) 9월 29일 

l. 1 개막행사 

Sebastin 장관 경제부 마이크로네시아의 주최국인 총회의 금번 개막식은 二요λ| 
。「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개시되었으며. SOPAC 사무국장 Alfred Simpson의 Anefal의 

인사말로 계속되었다. 

of States Federated Islands. Cook Australia 회원국인 느
 
、
} 햄

 
금번 

Niue Zealand New Marshall Islands. Kiribati. Guam 
“ n u 

F 
Micronesia. 

Guinea. Samoa. Solomon Islands. Tonga. Tuvalu. Vanuatu 그 Papua New 

French 준회원국인 참가하였으며， 대표단이 16개국 "c 
숫r Caledonia New 리고 

또는 과학기술 공여등의 방법을 통 SOPAC을 재정적 Polynesia는 불참하였다. 한편 

미국 영국， 유럽연합국， 중국， ~ 츠깅L 
c. '- . 스

 
랑
 

프
 

카나다， 한국， 국가로서는 후원하는 해 

"c 
숫T 연구기관 대표 그리고 후원하는 각 국의 10 여개국 대표와 유엔 산하단체， 얀

 
, 드

 
。

약 180 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부록의 참석자 명단 참조). 전체 

대표가 고L 
'0 총회 의장으로， 마이크로네시아의 대표가 주최국인 총회 의장단 선출 

Ms Lala Bukarau가 선출되 었다. 부의장으로， 서기는 사무국의 

. 집행위원회 (Governing Council)와 기술자문단회의 및 처리방법 채택 - 총회 의제 

(Technical Advisory Group)를 합동하여 진행하기로 합의 -

활동이 자국 

것이 

SOPAC 기조연설을 통하여 

지원에 대한 감사의 

공식 : 회원국 대표의 - 각 국 대표단 연설 

유리하도록 표명하는 -':1: 0_ 
:ξ등프 97년도의 호소하고， 

공통적인 사항이었음. 

- 후원국 및 후원기관 대표 연설 

지원을 에 

약 20 여개 

국 또는 기관대표가 연설 (한국대표 연설문은 부록에 있음). 

- 신규 회원국 가입 심의 Nauru의 SOPAC 회원국 가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이 성록 외 : 한국을 대표한 자원(연)의 

주요사업을 설명 수행하였던 SOPAC이 

회계보고 

1997/1998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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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 

l. 2. 사무국의 

- 사무국장의 



하고， 회원국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

- 1998년 후원국 지원내용 요약 보고 (부록 참조) 

- 1997년 회계보고 및 집행내역에 대한 토의 

2) 9월 30일 - 10월 2일 : 기술자문단 회의 (TAG) 및 정책회의 (Policy Session) 

SOPAC Work Program의 분야별로 1997/1998년도 수행사업에 대한 기술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3일간 계속되었으며，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과 같다(부 

록 SOPAC Work Program Report 1997/1998), 

3) 10월 3일 : 총회 폐막 

3. 1. 99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 

- 99년도 사업승인 99년도의 사업은 TAG의 전문가가 제안한 사항과 각 회원국이 우 

선 수요로 하는 사업을 사무국이 발의하여 99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하며. 98년도의 연 

속사업으로 계속키로 함. 

- 99년도 예산승인 99년도의 회원국 분담금 지원국의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통합한 

예산 규모는 6.658 .400 Fijian Dollars (US$ 3.360.000에 해당)로서 프로그램별 

배분액은 아래와 같다 

자원개발 프로그램 

환경과학 프로그램 

국가경쟁력 프로그램 

법인운영 프로그램 

2.368.000 F$ (35.6%) 

1. 74 1. 900 F$ (26.2%) 

1.408.500 F$ (2 1. 1%) 

869.000 F$ 03.0%) 

프로그램 관리 27 1. 000 F$ ( 4.1%) 총 6.658 .400 F$ 

이중 인건비 부담액은 3.287.000 F$ (49%). 프로그램 수행비용은 3.371 .400 F$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의 분담금은 1.804.700 F$ (27%) . 지원국의 

현금 및 현물 지원액은 4.853.700 F$(73%)로서 대부분을 지원국의 현물지원에 의 

존하고 있다 

3.2. 회의록 수정 및 합의문 채택 : 추후 proceeding 배포 예정 

3.3. 차기 총회 장소 및 일정 협의 · 차기 28차 연차총회는 팝(Guam) 이 주최하고 피 

지의 수바에서 개최하기로 함. 

% 

ω
 



4) 10월 4일 : 현지공관과의 업무협의 

가. 현지공관과의 업무협의 

- 98 1년도 Western Samoa의 Savai'i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 . 

- 금년도 연차총회의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외무부 훈령에 따라 아국의 활동 계획을 

설명 

- 현지공관-국제협력단-SOPAC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자원(연)의 이 지역 

에서의 적극적인 지구과학분야 참여를 통하여， 국익 신장과 우호 외교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자원(연)에 요청. 

- 지질전문가의 SOPAC 사무국 장기파견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KOICA 본 

부와도 업무협의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슴. 

- KOICA가 매년 후원하고， 자원(연)이 주관하는 개도국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기 

술훈련 프로그램 과정 (Technical Training Program on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에 이 지역의 연수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무국과 

협의하여 줄 것을 희망. 

나. 사무국 및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의 (회기기간중) 

- 금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사무국장 Mr. Alf Simpson 및 Program Manager '?l 

Mr. H. Russell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무국은 한국자원연구소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표명. 

- 사무국으로부터 자원(연)의 지원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달받음. 

- 97 1건도의 Tonga와 금년도의 Western Samoa 조사결과에 대 한 survey report를 

연내에 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기로 하고， 

- 사무국은 99년도에도 Western Samoa에 대한 조사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자원(연) 

은 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지원희망분야에 대한 내용을 현지 외무공관을 통 

하여 서면으로 공식화하여 줄 것을 요청. 

-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의 Database/GIS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 

고， 필요시 접촉하여 줄 것을 요망. 

- 호주의 N autilus Minerals Company가 계획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해저열수 

광상 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NMC측은 이에 대한 정보를 추후 보내주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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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IFREMER가 수행하고 있는 ZoN eCo Program에 자원(연)의 참여를 요 

청하고. Dr. J-M Auzende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음. 내년도 이 program의 목적에 

따라 SIMRAD 활용 또는 해저광물자원 탐사 분야에 연구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접촉을 하기로 함 

- 피지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하여 해외육상자원 조사개발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피 

지 정부가 KOICA를 통해 이에 대한 기술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제안이 

접수될 경우 자원(연)이 이를 검토하기로 함. 

ill. 결론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계속된 피지의 수바에서 개최된 제 27차 SOPAC 연 

차총회에 한국자원연구소의 이 성록 책임연구원은 한국정부와 자원(연)을 대표하여 총회 

에 참석하였다. 금번 총회는 마이크로네시아가 주최하였으며. SOPAC 회원국 17개국 

중 16개국의 대표단과 SOPAC을 지원하는 후원국 또는 후원기관의 대표 등 전체 180 

여 명 이 참가하였다. 준회 원국인 French Polynesia는 불참하였으며 . Nauru가 새 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전체 회원국의 수는 18 개국이 되었다. 금번 총회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대표의 기간중 활동 내용은 이래와 같다. 

1. 연차총회 주요 내용 

가. 총회개막 및 의제확정: 연차총회는 마이크로네시아 경제부 장관의 개식사를 시 

작으로 회원국 및 후원국 (또는 후원기관) 대표의 공식 연설과 함께 개회되어 

총회일정 채택， 1997년도의 회계보고， 1997/1998의 사업보고 그리고 1999년도의 

사업 및 예산을 심의하였음. 금번 총회에서 새로이 Nauru가 회원국으로 가입하 

게 되어 회원국은 총 18개국이 되었슴. 

나. 기 술자문단 회 의 (TAG Technical Advisory Group Session) 기 술자문 

단 회의는 SOPAC 프로그램의 4개 분야에 걸쳐 일정별로 97년도 및 98년도에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점을 토의하고 효과적 사업수행과 예산 확 

보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토의하여 정책회의시 이를 제안함. 

다. 정책회의 (Policy Session) 정책토의는 회원국에 한하여 참가됨을 원칙으로 하 

나 관례상 금년에도 후원국에게도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사무국의 운영， 사업별 

예산 배분， 각국의 예산증액방안， 1999년도 예산 및 사업 확정， TAG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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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최종 확정하였음. 내년도 SOPAC 총예산은 

Fijian 6,658,000 Dollar(US 3,300,000 Dollar에 해 당)로 확정 되 었슴. 

라. 페회 : 합의문과 회의록 채택 및 공표， 그리고 차기년도 총회 일정을 결정 

하였으며， 차기 총회 주최국은 Guam이며， 피지에서 개최키로 하였음. 

2. 한국대표의 활동 내용 

가. 개막식에서의 대표연설을 통하여 97년도의 SOPAC이 수행한 활동내용에 대한 격 

려를 표명하고， 97년 및 98년도의 한국이 동 지역에 지원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 

또한 향후 한국자원연구소 등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계획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발언을 통해 동 지역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 

나. 지구과학 프로그램별 전문가 회의 (Working group)에 참석하여 98년도의 서사 

모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간략 소개하는 동시에 99년도의 지원사업 방향설정 

을 위해 전문가 상호간의 접촉 계속. 

다. 회원국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각 회원국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 하 

는 분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는 99년도 및 향후 계획수립에 참고할 예정 
。1

라. 특히 육상 및 해저광물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등)의 

자원정보 수집 및 최근의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자원협력 가능성에 대한 협의 수 

행. 추후 협력 절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키로 함 

마. 일본의 금속광업사업단， 카나다 지질조사소， 영국 지질조사소， 불란서 해양개발연 

구소，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등 후원기관과의 접촉을 통하여 SOPAC 지원내용과 

지원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바. 동 지역에서의 석유자원 부존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무국에 자료 요청. 

금번 총회를 통하여 향후의 활동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하고 한국자원연구소가 주관하는 ‘광물자원탐 

사 훈 련 프로그 램 ’ (Technical Training Program on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and Development)에 동 지역의 훈련생을 포함하는 연수 기회를 제공 

하고， 

나. 육상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대상으로 광물자원 조사개발사업 가능성을 모색하 

여 적극적인 자원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본， 중국의 지원방식과 같이 무상협력자금을 활용하여 SOPAC 사무국에 지질전 

문가를 장기간 파견하고 현지에서의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아국의 지구과학기술력 

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이 요 

구됨. 

라.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자원연구소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장기적 지원 

계획 수립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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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Statement by the Representative of Republic of Korea 

Thank you. Mr Chairman. for glvmg me an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during the opening session of the 27th Annual Session of 

SOPAC. It is a pleasure and honor to be here in Suva representing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IGAM). 

Firstly. 1 would like to congratulate SOPAC on another very successful 

1998 as the Year of the Ocean in the Pacific. and we would like to 
commend the Secretaria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projects over the last yea r. Especially it was meaningful and important to 

reorganize the SOPAC Work Program for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for the strengthen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islan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moment is conducting the technical 

assistances to SOPAC through the national institutes such as KIGAM and 

KORD I. As request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KIGAM has initiated 
her supporting program in the sand and aggregate resources survey at 

Tonga in 1997. and coastal geomorphological mapping at Savai' i of Western 

Samoa in 1998. The KIGAM will continue its supporting activities in the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and/or environmental science program 

under the umbrella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DI has worked in the EEZ of the Marshall Islands and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or the deep sea mineral resources survey. The result 
of the cruises will be shared with the Secretariat and the both countries. 
We are sure that this kind of work will accumulate the geo-scientif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South Pacific waters. It is expected 
that our support to the South Pacific region will continue. 
Last year the Secretariat was requested by the KOICA Office at Fiji to 

submit a technical request form of seconding a geologist to the Secretariat 

for the long-term basis. However. unfortunately KOICA plan was finally 

withdrawn due to the national economic cnSlS which has overwhelmed the 

nation since the end of last year. Although we are still under the economic 

constraints and there has been little in-kind funding to SOPAC in the last 

couple of years.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support regional 

activities through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will try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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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operate in extending our mutual interests in the region. Very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setting up the South Pacific 

Cooperation Research Center of Marine Sciences at some time in the 

future. which will be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isheries. 

mineral resources . etc. 

KIGAM. as the Geological Survey. is trying to extend its working area in 

the region to land as well as marine resources according to the spirit of 

KIGAM-SOPAC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 hope the SOPAC 

countries can be involved with the Technical Training Program of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 which KOICA and KIGAM have 
been funding annually since the 1990's. As an active way to strengthen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the SOPAC countries. KIGAM has initiated a 
cooperative program with the Institute of Geological and Nuclear Sciences 

of New Zealand. KIGAM and IGNS signed the MOU to promote the 

geoscience technology development last year. 

Finally on the occasion of 27 th Annual Session at Fij i, 1 look forward to 
discussions with member representatives. Technical Secretariat staff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to determine the way of future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ank you very much Mr Chairman for this opportunity to address the 

meeting and we look forward to a productive and successful s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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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각 국의 지원현황(1997/1998) 

호주 

- 사무국 직원 7명의 임금 지원 

- AGSO(호주지 질조사소) Petroleum Data Bank의 manager에 대 한 p따t-time position 

지원 

Mineral, Energy & Coastal work에 주로 지 원 

‘97 F$ 740,951 (F$ 418,366 : SP, F$ 322.585 : 분담금) 

• '98 F$ 936,499 (F$ 353，231는 분담금， 그 외는 RXB, XB). 

’ 99에도 F$ 1,063,291 지원예상) 

그 외 AUSaid, IDNDR Comrnitte가 작은 proJect수 행 

New Zeland 

- '97 F$ 489,050 (F$ 322,585 : 분담금， F$ 166.465 : SP) 

Coastal work, rhineral , imformation service, HRD에 지 원 

‘98 F$ 1,109,658 (F$ 353,231 : 분담금) 늘어난 NZ$ 655，000는 에너지， 수자원분야에 

지원 

- '99 NZ$ 875，000로 예상. 

NZ$ 300，000를 Swath mapping에 지원. 

Fiji 

- '97 F$ 206,917 지 원 

'98 & 99 : 증액예상 

- U$ 25,000 for Swath mapping 

ADB 

- ’98 F$ 17,929 Workshop 개 최 비 지 원 

Canada 

C- SPOD fund Mineral, coastal management & training 

China 

- '94년부터 전문가 사무국파견 (F$ 170,000) 

사무실 및 행정경비로 현금 F$ 11 ,0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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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98 (F$ 73,900 ESMG comse) 

F$ 607,000 전문가 4명 + ESMG comse 

France 

- '97 & ’ 98에는 정부지원이 감소되었으나 계속하여 Computer geologist 제공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 

IFREER & ORSTOM에 의한 현물지원(연근해저 탐사) 

- F$ 10,345 : 사무국에 3개월간 학생 파견하여 Vanuatu의 연안광물조사사업 수행. 

]apan 

- Offshore geologist 파견 (in-kind) , 현금 F$ 10 ，000을 행정경비로 지원. 

- 연구 및 실험 기자재 공여. 

Deepsea Mineral Program (1985 - 1999): 일본정부와의 쌍무협정에 의거 심해저광물자 

원 탐사 

- ]AMSTEC에 의한 TRITON 관측부표망 설치 : 지구기후변화， 일기 예측 등 

Korea 

- ‘98 :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해 Westem Samoa의 Savai'i 지역의 지질 및 지형조사(3주) 

‘97 :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해 Tonga 지역의 골재자원조사(3주) 

- Petroleum Data Bank의 석 유탐사자료 예 비 분석 

대만 (1996년부터 참여) 

’98 U$ 50,000 수자원분야에 지원 

영국 

UK-ODI에 의 한 자원 경 제 학자 사무국 파견 (‘98 : U$ 95,000) 

UN (UNDP끼JNEP끼JNESCO) 

- 주로 수자원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원 

UNESCO : U$ 3,200 (Group Water Pollution Policy) 

UNEP : U$ 5,800 (Coastal Management Workshop 개 최 지 원 ) 

. - UNESCO/ F$ 54,000 (M따1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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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파푸아뉴기나 (PNG)의 자원정보(1997) 

l. 광업계 

1997년의 파푸아뉴기니 광업계는 시련기로 평가된다. 주요 구리광산과 금광산은 6 

개월 이상의 가뭄현상으로 인하여 광산 가동이 거의 중단되어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가. Ok Tedi 동광산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한해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생산품 선적이 불가능한 상태에 

서 구리는 11 1. 515톤， 금은 8 ,182kg , 은은 15 ， 846kg의 생산량을 나타내었다. 

그 중 수출량은 구리， 금， 은 각 각 86 ， 791 톤， 5 ,832kg 그리고 12 ， 122kg이었다. 

나 . Porgera 금광산 

1990년 지하채굴로 시작된 이래 1997년도에는 지상채굴의 형태로 전환된 

Porgera광신은 하루 205 ， 000톤의 광석과 폐석을 생산하고 있다.1997년에 물부 

족 현상으로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여 예상생산량보다 약 10% 적은 22 ,169kg 

(713 ， OOOoz)를 생산하였고， 이 광산에서 만 1997년 8월말까지 나라 전체 생산량 

의 47%를 점유하였다. 

다. Lihir 금광산 

1997년 5월부터 236 ,000 oz의 금을 생산하여 지난 12년간의 평균생산량인 

600 ,000 oz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화광석 농집을 위한 건설공사가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라. Misma 금광산 

1989년부터 가동된 이 광산에서는 매년 300 ,000 oz의 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 

재까지 금 82.4톤， 은 454톤의 총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는 금 6 ,687kg , 

은 23 ， 142kg를 생산하였다. 

마. Tolukuma 금광산 

작년에 60 ,000 oz의 금을 생산하였으며， 광체가 새로이 발견됨에 따라 수 년간 가 

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바 . Wapolu 금광산 

1997년 가행이 중단되었으나 대규모 광체가 발견되어 새로이 가행이 재개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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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 . Bougainville 금광산 

1989년 무장 반란으로 가동 중단 상태 . 

아. 소규모 사금광산 

1997년 73.000 oz의 금을 생산하였고， 수년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석유산업 

PNG는 현재 3개의 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Hides gas project. 

Kutubu oil project 그리고 Gobe oil project가 대표적이며 , 현재 호주정부 

- PNG-Queensland 주정부 사이에 3자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Moran 지역에 대한 

평가작업이 진행중이다. 1997년말 227H 의 석유탐사광구. 4개의 석유개발광구. 3 

개의 석유탐사광구가 신청되어 있다. 금년들어 4개의 탐사광구가 승인되었고. 9개 

의 신청광구중 2개는 거부. 1개는 연장 그리고 2개는 심의중에 있다. 

7}. Kutubu Oilfields 

1997년 전체 27.388.169 바렐의 석유를 생산한 이래. 1992년 원유를 처음으로 

수출한 후로 도합 21 1.647.221 바벨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1998년의 상반기 6개 

월 동안 약 1. 04억 바렐의 원유를 생산하였고， 금년 8월까지 생산된 총량은 2.25 

억 바벨에 이른다. 

나. Gobe Fields 

107H 회사가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지역은 추정 매장량은 1. 04억 바렐에 이르 

며， 금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하루 19.000 바렐씩 6월까지 2백만 바렐의 생 

산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 Moran Fields 

이 지역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시험 생산을 하여 전체 150만 바렐의 원유를 

생상하였으며 . PNG 제 2의 유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 Hides Gas 

작년의 총 가스 생산량은 4209.42 mmscf(million standard cubic feet)으로서 

1996년보다 다소 감소되었다. 금년 상반기 6개월동안 전체 2.4 billion scf의 가 

수를 생산하였다(하루 13 million s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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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조사소 활동 

광물자원부(Dept. of Mineral Resources)소속의 지질조사소(Geological Survey 

Division)는 SOPAC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분야별 활동 내역은 다음 

과 같다. 

- Geological Mapping and Mineral Districts Survey Branch(GMMDS) 

PNG의 해양법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ODP 또는 기타 국외기관의 탐사활동에 연 

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 협 력 분야 University College of London과 중력 탐사에 관한 국제 공동협 력 

사업과 CCOP-COASTPLAN 의 지원하에 La Trobe Univ. 와 공동으로 fission 

track/vitrinite reflectance program을 수행 

- Geotechnical & Hydrogeology Section 지질재해에 관한 사례연구를 화란과 

미국의 전문가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 수자원 공급원’ 확보를 위해 가뭄 

영향평가 부분에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엘리뇨 현상에 관한 보고서 작성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Rabaul Vo1canological Observatory 호주의 지원하에 PNG에서의 화산활동을 

관측하기 위한 장비 설치 및 관리-

- Geophysical Observatory PNG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관측망을 관리하고， 지 

진기록의 해석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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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제 27차 SOPAC 연차총회 (요약) 

l. 기 간 : 1998. 9. 26 - 1998. 10. 3 

2. 주최국 : 마이크로네시아 

3. 개최장소 : 피지 (수바)， SOPAC 사무국 소재지 

4. 참가국 : 호주 등 167H국의 회원국과 한국 등 후원국 및 후원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전체 180 여명 참석 (French Polynesia는 불참) 

회원국 Australia. Cook Islands ,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 Fij i. Guam , Kiribat i. 

Marshall Islands , Nauru , New Zealand , Niue , Papua New Guinea , Samoa , Solomon 

Islands , Tonga , Tuvalu , Vanuatu , New Caledonia(준회원국)， French Polynesia(준회원국) 

5. 아국 참가자 : 한국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성록이 한국대표로 참가 

6. 금번 회기내용 

금 번 총 회 는 STAR Session (1998. 9. 26 - 9. 28) 과 Annual Session (1998. 

9. 29 - 10. 3)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각 각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 

7. ST AR Session (Science, Technology And Resources network 

과학기술자원정보망 회의)은 총회 개막전에 개최하여 남태평양지역을 대상으 

로 수행된 지구과학분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TAG) 회의를 통하여 SOPAC program을 점검하고 장기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 

기도 함 금년도 회의에서는 총 50 여편의 논문이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 

되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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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nual Session ( 연 차총 회 ) 

가. 총회개막 및 의제확정: 연차총회는 마이크로네시아 경제부 장관의 개식 

사를 시작으로 회원국 및 후원국 (또는 후원기관) 대표의 공식 연설과 함 

께 개회되어 총회일정 채택， 1997년도의 회계보고， 1997/1998의 사업보고 

그리고 1999년도의 사업 및 예산을 심의하였음. 금번 총회에서 새로이 

Nauru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어 회원국은 총 187H국이 되었슴. 

나. 기 술자문단 회 의 (T AG Technical Advisory Group Session) 기 술자문 

단 회의는 SOPAC 프로그램의 4개 분야에 걸쳐 일정별로 97년도 및 98년 

도에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점을 토의하고 효과적 사업수행 

과 예산 확보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토의하여 정책회의시 이를 제안함. 

다. 정책회의 (Policy Session) 정책토의는 회원국에 한하여 공개됨을 원칙 

으로 하나 관례상 금년에도 후원국에게도 참관이 허용되었으며， 사무국의 

운영， 사업별 예산 배분， 각국의 예산증액방안， 1999년도 예산 및 사업 

확정， TAG 제안사항 토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최종 확정하였음 

내 년 도 SOPAC 총 예 산은 Fijian 6,658,000 Dollar (US 3,300,000 Dollar에 

해당)로 확정되었슴. 

라. 폐회 : 합의문과 회의록 채택 및 공표， 그리고 차기년도 총회 일정을 결정 

하였으며， 차기 총회 주최국은 Guarn이며， 피지에서 개최키로 하였슴. 

9. 아국의 총회 활동내용 

가. 개막식에서의 대표연설을 통하여 97년도의 SOPAC이 수행한 활동내용에 대 

한 격려를 표명하고 97년 및 98년도의 한국이 동 지역에 지원한 내용에 관하 

여 설명. 또한 향후 한국자원연구소 등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계획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발언을 통해 동 지역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 

나. 지구과학 프로그램별 전문가 회의 (Working group)에 참석하여 98년도의 서사 

모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간략 소개하는 동시에 99년도의 지원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 상호간의 접촉 계속. 

다. 회원국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각 회원국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 

하는 분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는 99년도 및 향후 계획수립에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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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임. 

라. 특히 육상 및 해저광물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등)의 자원정보 수집 및 최근의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자원협력 가능성에 

대한 협의 수행. 추후 협력 절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키로 함 

마. 일본의 금속광업사업단， 카나다 지질조사소， 영국 지질조사소， 불란서 해양개 

발연구소，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등 후원기관과의 접촉을 통하여 SOPAC 지 
원내용과 지원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바. 동 지역에서의 석유자원 부존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무국에 자료 요청. 

10. 제 안 

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이 후원하고 한국자원연구소가 주최하는 ‘광물자원탐 

사 훈련 프로그램’에 동 지역의 훈련생을 포함되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나. 육상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대상으로 광물자원 조사개발사업 가능성을 모 

색하여 적극적인 자원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본， 중국의 지원방식과 같이 무상협력자금을 활용하여 SOPAC 사무국에 지 
질전문가를 장기간 파견하고 현지에서의 프보그램 수행을 동해 아국의 지구 

과학기술력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 

요함. 

라.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자원연구소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장기적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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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AC 1999 Work Program 

SOPAC Work Program 은 크게 보아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자원 

개발 프로그램)， Environmenta1 Science Program (환경과학 프로그램)， National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 국가경 쟁 력 개 발 프로그 램 ), Corporate Services 

Program (법인운영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1998년의 27차 연차총회에서 확정된 

분야별 1999년의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 HEAD 1. Resources Development P 

Head 1.1 Mineral Resouces Unit 

l. 목표， 목적 및 활용내용 

목 표 : 회원국의 광물 및 골재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활용 

목 적 : 자원개발정책개발， 천해저광물 및 골재자원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자문 

활동내용 

광물정책 및 환경관리 계획수립 

지역내의 광물자원 D/B 개발 

광물 및 골재자원 평가 

- 광물개발에 관한 자문 및 국가간 세미나 개최 

2. 관련 전문가 

일본에서 파견된 연안지질전문가 외 3명이며， 대만정부에 해저지질전문가 파견을 

요청중 

3. 1999 주요 활동계획 

3.1 광물개발 자문 

- 피 지 Viti Levu와 Vanua Levu의 광물자원 탐사를 위한 항공자력탐사 

(호주지원) 

• 솔로몬 : 광물자원 개발촉진을 위한 전략수집 (UNDP 지원) 

- 키리바시 : 석고 및 인광상의 국제시장 분석 

룩 제도 : 망간단괴의 기술， 경제성 분석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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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금 (Placer gold) 잠재 력 평 가 및 환경 영 향 평 가 

피 지 Tuvau 지역의 사금 부존지역 시추를 위한 지구물리 조사 

- 피 지 Yanawai강에서의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3.3 육상광물자원 평 가 

PNG, 솔로몬， Vanuatu , 피지의 epitherrnal and porphyry 광상에 대한 기초 

자료 

솔로몬 : 정부 및 민간조사 지질자료의 정리 및 전산화 

바누아투 Eastern Santo에서의 시추전 지구물리탐사 및 기술지원， 

자국내 광물 세미나 개최 

- 지역간 : 지역내 광물자원의 D/B 

3.4 광물정책개발 및 입법 

피 지 Tuvatu 금광산의 개발타당성 및 원가이윤 분석 

- 피 지 : 광산개발시 토지에 대한 보상정책 및 환경영향 평가기법 개발 

솔로몬 : Gold Ridge Mine 의 개 발정 책 master plan 수 립 

니우에 : atoll에서의 금.동광상의 잠재력 평가 및 개발정책 

- 바누아투 : 광산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자료 발간 

룩제도 : 망간단괴 개발의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4.5 골 재 
사골재자원 공급， 연안 및 해안선 관리를 위해 하와이 MMTC와 영국 지질조 

사소의 지원을 요청. 

- 키리바시 : 시멘트산업 발전을 위한 모래자원 평가 및 개발타당성 검토 

- 퉁 가 Vava'u 지역의 골재부존량조사， 수심조사， 지구물리조사， 최적 채취방 

법 및 환경영향 평가-

- 마 살 : 골재회수， 운송에 관한 기술 검토. 유공충 함유질 모래의 하와이 수출 

에 대한 타당성 검토. 

4.6 SOPAC 일본 심해저 광물 협력 프로그램 

- 북피지분지의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조사(2회) 

1998년도의 마이크로네시아 마살해역에서의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조사결과 

정리 

4.7 심해저광물 D/B 및 도면화 

SOP AC Library의 기존자료의 D/B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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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탄화수소 잠재 력 분석 

탄성파 탐사자료 관리 및 해저변 시료 수집 

4.9 SOPAC 석 유자료 은 행 의 기 존자료 updating 

- 솔로몬， 바누가투， 피 지 , 퉁가의 Data catalogue를 updating하고 디 지 탈화. 

- 홍보자료를 민간에 배포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테이프， 보고서， 도변화함 

Head 1.2 Water Resources Unit (수자워분야) 

1. 목표， 목표 및 활동내용 

목 표 : 회원국의 수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활용 

목 적 ; 수자원정책， 관리자문， 적절한 정보제공과 훈련을 통하여 수자원개발， 

폐수관리，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수요를 충족 

활동내용 

- 회원국의 수자원 개발에 대한 장기계획 검토 및 보완 

- 수자원， 위생 및 폐수 관리에 대한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 수자원 공급 및 위생체계 평가 

2. 관련 전문가 : 수문지질 및 환경공학전문가 4명 (UN 등에서 지원) 

3. 1999년 주요 활동계 획 

3.1 회원국의 사업계획 도출 

- 키리바시 master plan을 검토하고 자문을 위해 현지를 방문 

마살 : 수자원활동계획에 제시되었던 프로젝트의 가시화를 위해 사업비 마련 

협의 

- 사모아 : 지하수와 시험정의 평가 시험 관측을 위한 기술 지원 

솔로몬 : 국가수자원개발 정책입안을 지원 

- 투발루 : 수자원 및 위생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기존 시설을 검사 

3.2. 우선지원사업 

룩제도 : 수자원 관리네트워크 모델화. 

마이크로네시아 : 도시내 수자원 공급의 문제점 토의 

- 피지 : 수자원평거와 개발을 위해 광물자원부 지원 

- 마살 : 마주로의 수자원 개발과 관측 프로그램 기술지원 

통가 : 관광개발잠재력과 관련한 수자원 평가 

바누아투 : 수자원 지수연구(baseline study)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광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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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자원에 미치 는 영향 평가. 

3.3 수자원 및 물공급 활동 

수자원 수요관리 및 보전 프로젝트 

- 수요관리의 지역내 워크갚 개최 

3.4 폐기물 처분 활동 

소규모 폐수처리기술개발 및 이의 보급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3.5 수자원분야 지역내 활동계획 

훈련 : 지구과학과 해양지질분야의 학위과정에 수문지질 및 위생분야 과목 삽 

입. 장학제도 지원 

- 수자원 및 위생 조정센터 : 국제기구(WHO， SPREP, UNDP 등)와의 연계 프 
로그램 조정 역할 

- 민간부문 지원 

- 지역내 D/S 체제 개발 : 모든 회원국이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적절 

한 D/B 구축 지원 

3.6 기타 활동 

- 엘리뇨 현상의 충격에 대한 예비 평가 

- GIS와 GPS 기술의 사용능력 최대화 
- 수자원공급체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술자 양성 

Head 1.3 Enenrv Unit (에너지분야) 

l.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지역내 회원국의 에너지분야 활동강화 

목 적 : 에너지분야의 관리 및 사업수행 기술을 향상하고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제공 

활동내용 

소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및 정책 · 기술자문 

- 훈련을 통한 기술제공 

- 태평양-멘마크 환경교육 프로그램 

- 소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S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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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전문가 : 전문가 2명 (뉴질랜드/호주에서 자금제공) 

3. 1999 주요 활동 계획 

3.1 정책 및 기술자문 : 도시의 전력정책 마련 

3.3 훈련 및 기술지원 

태양열 에너지의 관리， 운영， 재정지원 

루， 마살 

- 도시 전력개발의 기술지원 : 통가， 룩제도 

풍력 개발 : 풍력발전 개발을 위한 훈련， 재정확보 : 묵제도， 피지， 통가， 니우 

에， 바누아투 

석유수급자료를 취합 3.2 에너지 및 정보 D어 : 석유회사의 

등의 지속적인 지원 : 키리바시， 투발 

3.4 소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CSEPP) 

피지와 통가에서의 태양열 온수 체제의 관측 : 효율성 비교 

- 목재 난방관리 훈련 프로그램 : 투발루， 키리바시， 통가， PNG, 바누아투 

- 가전제품의 표식화 : 피지 

- 학교교육 프로그램 : 사모아와 통가에 재정지원 

소규모 수력전지 충진 프로그램 : 바누아투 

역할 수행 조정 

3.5 기술자문 및 용역 

- 전문가 단기자문과 보고서 평가에 관한 전반적 

지역간 정보 D/B 구축 및 개발 

향상 프로그램 

환경교육 프로그램 

의한 전문가 양성 및 경쟁력 

3.6 태평양-댄마크 

- 댄마크지원에 

1 뾰AD 2. Environmental Science Program 

Head 2.1 Coastal Unit (연안관리분야) 

향상 

1.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연안역 보전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관리능력 

딘
 



목 적 : 연안역 보전과 자원채취를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자에 대한 자문 

활동내용 

- 연안 · 해양 · 대기와의 상호반응 자료수집 평가 및 분석 

- 수심도 및 해저지구물리탐사 수행 

해안선 침식 관측 및 퇴적물 이동 모델링 

- 해수면 상승의 지질학적 요인 및 기후변화 조사 

- 연안관리기술 및 평가 전문가 육성 

- 조사장비 유지 관리 

- 타 기관과의 협력 유지 

2. 관련 전문가 

연안지질전문가 2명， 연안지구물리전문가 1명 및 전자기술자 2명 

(중국전문가， 호주 및 CFTC 자금지원) 

3. 199년 주요 활동계 획 

3.1 해안선 침식， 기후변화 및 해수변 상승 

연안역관리를 위한 퇴적학적 조사를 포함하여 엘리뇨현상에 따른 침식，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위한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각 국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네시아 : 골재자원 개발정책 및 해안선 침식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 룩제도 : 연안침식방지와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해안선 조사 

- 피 지 : 해안의 관광지개발을 위한 관측 및 강 하구의 초기 인류주거지에 

대한 지구물리조사 

- 마 살 : 해안선 및 연안지형조사결과에 대한 Mapinfo 작업 

- 키리바시 : 환초 폭파의 환경충격에 미치는 영향 관측 

- 니무에 : 연안지형조사자료의 Mapinfo 작업 

3.2 해저지구물리조사 

- 지역내 : 수심 및 탄성파굴절 탐사， 퇴적물 채취， 해류측정， CTD 조사를 상 

업적 또는 연구목적으로 실시. 

- 키리바시 : 하수처리 배출구에서의 해류의 양상과 오염물질 분포에 대한 정 

밀 수심조사 

3.3 수질， 퇴적물 이동 및 확산 모댈연구 

해안선 침식， 해안과 근해에서의 퇴적물 유동에 대한 수리학적 및 수리동력적 

인 모델을 연구하여 머드 또는 사질 퇴적물의 순환 경로를 예측‘ 

피지 : 광물자원부는 델타지역에서의 연안 수질관측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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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 흑진주 양식과 관련하여 수질， 부영양화， 퇴적물 이동에 관한 모델 제시-

- 마살 : 초호(lagoon) 퇴적물 이동과 수질에 대한 수리동력학적인 모댈링 

- 키리바시 : 초호내에서의 수질과 부영양화 모댈링 

솔로몬 : GIS , D!B를 활용하여 침몰선박으로부터의 오염 위험분자 평가 

기타 : 웰링톤의 빅토리아대학과 공동으로 몇 나라에서 탄산염 퇴적물의 생 

물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수행. 

3.4 폭풍에 의한 이상고조(stonn surge) 모델링 Pacific Cities 프로젝트와 

연계 

3‘5 타 기관과의 협력사업 

Jet Propu1.Sio-D Lab Synthetic A웰rture Radar( SAR) Imaginery의 평 가 및 

사용 

- SPT - IFREMER : 초호 수심도작성을 위한 위상영상사진의 사용 

- 영국지질조사소 . 적도 하반부 섬의 해안선 보호 전략 수립 

- 기타 : 워털루 대학， USP, 프랑스 과학자와 협력 

3.6 탐사장비교체， 보수유지 및 야외조사지원 

- CTD, ADCP, DGPS , Thennal recorder, Digital tide gauge의 교체 

ff않d 2..2 Hazard Assessment Unit ( 재 해 펴 가분 야) 

1.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자연재해로부터 인적 ·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자연환경을 효율적 저비용 

으로 활용 

목 적 · 회원국의 개발 잠재력 건강 및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의 결과를 예측 

활동내용 

재해평가가 요구되는 연안 해양 대기의 상호관계에 대한 자료수집， 평가 및 

분석 

- 자연재해와 인재를 모델링하고 예측 

- 재해완화와 개발계획 수립자를 지원하기 위한 GIS D!B 개발 및 구축 
- 재해평가를 위한 전문가 육성 

2. 관련전문가 : 연안지질공학전문가외 1명 (호주에서 자금지원) 

3. 1999년 주요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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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acific Cities Project 

지질재해로부터 취약한 태평양의 주요 8개 도시에 대한 위험분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지구과학적 자료를 축적. 그 내용으로는， 

- GIS Physical Database Assembly & GIS Risk Analysis 

- Pacific Cities Risk and All Hazards Assessment 

- Earthquake Microzoning Studies 

- Surveys of Community Assets 

- V olcanic Hazards Mapping 

- Tsunami and Storm Surge and Pollution Modelling 

- Geophysical Harbour Surveys 

- Subsurface Database 

GIS Photobase Backdrops and DTMs 

_ Cyclone Wind Modelling 

3.2 Pacific Coastal Comrnunities Project 

- 도시 거주자들에 대해 자연재해로부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및 위험분자를 평가 

- GIS D/B를 활용하여 모든 재해에 대한 광역적인 평가. 

3.3 타기관과의 연락 및 협력체제 구축 

Head 2.3 Ocean Unit (해 약분야) 

1.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EEZ내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 적 : 해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해하고， 해양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결정 

자를 보조 

활동내용 

탐사정보를 조정 및 취합 

- GOOS (Regional Ocean Observing System) 프로그램을 관장 

해양의 수심 및 자원에 관한 지도생산 

一 해양 신기술개발을 요약 

- 지역내 D!B 체계유지 및 향상 
- 다른 해양 및 해저연구기관과의 긴밀도 유지 

2. 관련전문가 : 사무국에 상주하는 전문가는 없으며 다른 전문가가 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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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9년 주요 활동계 획 

3.1 태 평 양 지 역 해 양감시 망(GOOS) 프로그 램 

UNESCO/IOC.와 공동 사업 

- PacificGOOS 중장기 전 략 수 립 

- 이 지역내에서의 GOOS 프로그램 활동 전담자 모집 및 경쟁력 강화 

3.2 해양관측 부표망설치， 관리 및 자료활용 

일본 JAMSTEC의 TRITON 계획에 따라 지구기후변화를 예측코자 4개의 

부표 설치 

- 표면에서의 물질순환， 수온， 750미터까지의 염도측정 등의 기초자료 수집 

3.3 수심도작성 :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섭생 조사 

3.4 지역내 탐사활동 관장， 자료수집 

3.5 해양법 협약과 관련사항에 대한 이해 : 해양경계선 설정을 위한 법적 기술적 

지원 

HEAD 3. National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Head 3.1 Human Resources Develonment Unit (인 적 자임 개 밤 분야) 

1.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구과학의 국가경쟁력 강화 

목 적 다양한 훈련제공과 교육기회를 창출하여 지구과학과 관련 교육에 대한 

조
 
「츠

 
。구

 
요
 
「

활동내용 

- 지역내 자원에 관한 전자정보자료 수집， 관리 및 배포 

회원국 및 사무국의 정보체계 구축 지원 

- 지역간 통신프로그램 수행 

2. 관련전문가 :D!B 개발전문가외 3명 (주로 프랑스가 자금 및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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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9년 주요 활동계 획 
3.1 지구과학 및 해양지질 학위 과정 개설 

127n 국 20명의 훈련생 참가 예정 

- 컴퓨터에 의한 교수법 채택 

3.2 SOPAC 장학제 도 
3.3 SOPAC 연구비 지원 : 사무국에서의 최대 3개월간 기술 훈련 

3.4 워크싶 : 천해저 광물자원개발 및 해안에서의 반응 

3.5 국가별 세미나 및 단기 훈련과정 개설 :6개국이 신청 

3.6 해안조사 워크갚 

3.7 공식 교육프로그램의 자문 및 지원 

3.8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Head 3.2 Information Technoloilv Unit (적보기숨 분야) 

1.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효율적인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및 지구과학 분야 지속가능한 개발지원 

목 적 : 자원 및 위험분자 관리를 위해 회원국 정부와 지역기구에 의해 전자정보 

에 대한 수요를 충족 

활동내용 

지역내 자원에 관한 전자정보자료 수집， 관리 및 배포 

- 회원국 및 사무국의 정보체계 구축 지원 

지역간 통신프로그램 수행 

2. 관련전문가 :D!B 개발전문가외 3명 (주로 프랑스가 자금 및 인력지원) 

3. 1999년 주요 활동계 획 
1999년도의 주요 개발분야는 정보시스템， 통신시스템 그리고 GIS와 원격탐사부 

분으로서 각 분야별로 회원국 지원， 사무국 지원 그리고 훈련의 3가지로 구분된 

다. 

3.1 회원국의 정보체계 개발지원 : 정보기술 CIT) 체계 개발， 구축 및 관리 

- 묵제도 : 해양자원부의 정보망 복구 및 PC 보급 
마이크로네시아 : 대사관의 정보체계 향상 

- 피 지 : 정부 부처에 기자재 공여， 정보망 향상 및 Software 
- 사모아 : 정보망 확장 및 PC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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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자료저장 능력 확장 및 피지 광물자원부와의 정보망 재구성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GIS 기술을 활용하여 재구성 

피지， 통가， 뉴질랜드 사이의 EEZ 지역의 해저면 조사CSOPACMAPS II) 

- IT-PACNet의 관리 와 개 발 

- 회원국에게 해양법 관련정보 제공 

3.2 사무국의 정보체게 개발지원 

- RAID5로의 자료 이 동과 100Base- T network 구축 

- Win98과 NT 5.0로의 기능 확장 

- Microsoft SQL Server의 시 험 및 평 가 

3.3 정보체계개발분야의 회원국과 사무국 훈련 제공 

룩제도， 사모아， 바누아투의 기술자에게 정보체계 훈련 제공 

- NT server와 Exchange Server의 훈 련과정 

3.4 회원국에게 통신체계개발 지원 

- 빠른 접 속과 저 비 용통신을 위 한 Fiji Internet/lntranetCFIG)와 Very Small 

Aperture TerminalCVSAT) 기 술의 지 속적 인 개 발 

국제기상정보 접속을 위해 사모아와 통가의 기상청 능력 향상 

- 투발루의 Internet Service Provider 구축 지 원 

3.5 사무국의 통신 개발지원 

- 정보제공을 위한 Internet/ lntranet web site의 관리 및 개발 

원격 자료접속을 위한 설비 확장 

- 사설 network의 개 발 

3.6 회원국과 사무국에 정보개발 훈련 제공 

- 투발루의 기술관리에게 LAN!WAN과 ISP 훈련 제공 

3.7 회원국에게 GIS와 원격탐사개발 지원 

GIS 와 원격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발간물 보급 

- 룩제도 외 6개국에게 GIS 정보시스템， Maplnfo/Map Basic data 지원 (광물 

자원분야， 국가재해관리， 전력청 등) 

3.8 사무국에게 GIS와 원격탐사개발 지원 

지 역 내 또는 개 별 국가의 특정 수요에 적 합한 GIS와 RS software 검 토 

GIS와 RS 활동을 사무국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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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회원국과 사무국에게 GIS와 원격탐사개발 훈련제공 

GIS 사용시 이점을 고위관리에게 인식되도록 사용자 교육 

GIS/RS workshop 제 공 

Head 3.3 Disaster Reduction Unit (객핸 감소분야) 

1.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자연재해로부터 야기되는 생명손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 

제적 · 사회적 개발을 강화 

목 적 : 기술자문과 훈련제공을 통해 재해관리 활동을 지원 

활동내용 

- SOPAC의 기존 능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재해관리 활동을 촉진 

하는 동시에 기술지원 

재해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의 중재자 역할수행 

국가정책 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간 

- PEACESA T Station와 같은 통신설비 선진화 

2. 관련전문가 : 기술고문외 4명 (UNDP와 호주에서 지원) 

3. 1999년도 주요 활동계획 

호주， 뉴질랜드， UNDP의 지원과 협력하에 정보시스템 및 D/B 개발， 통신망， 확 

충， 워크갚 개최 

Head 3.4 Publication and. Librarv Unit (출꽉 및 도서분야) 

1.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회원국에게 지구과학 정보제공 

목 적 . 회원국 정부와 지역간 기구에게 자원 및 위험분자를 관리하기 위한 지구 

과학적 수요를 총족 

활동내용 

SOP AC Work Program에 대한 과학기술 보고서 

- SOPAC 홍보자료와 대중 공지사항 준비 및 배포 

• 최선 정보자료 유지 

2. 관련전문가 . 출판물 관리자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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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9년 주요 활동계획 

75종의 내부보고서 발간 

기술요약집과 홍보자료 발간 (연차요약보고서， 뉴스레터， 장기계획등) 

- 회원국의 출판업무 지원 및 기술이전 

ECONOWOMAN 지 원 

- SOPAC 도서실 이용 편의 제공 

I 뾰뻐 4 Corporate Services Program 

Head 4.1 Coroorate ManaQement Unit ( 볍 인 관 리 분 야) 

l.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회원국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창출 기회 

제공 

목 적 : SOPAC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활동내용 

- SOPAC의 인적자원 기술 및 회계업무 관리 

집행위원회 (GC)의 정책결정회의 촉진 

SOPAC활동과 다른 지역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조정 

- 회원국으로부터의 자문과 정책결정 

2. 관련전문가 : 사무국장외 4명 

3. 1999년 주요 활동계획 

- 연차사업계획 및 예산작성 

회원국이 수요로하는 사업에 참여 및 자문 

•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인 사무국 운영 

- 사무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확보 

- 국제 및 지역간 회의에 사무국이 SOPAC을 대표하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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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4.2 Finance and Administration Unit (회 계 및 햇 적 분야) 

1.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볍인과 사무국이 수행하는 사업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촉진 

목 적 SOPAC 사업프로그램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회계 관리 및 일반 지원 
체제 확립 

활동내용 

일일 회계보고 

- 후원기관， 사업책임자를 위한 월별， 반기별 및 연도별 회계보고 

연차사업계획 및 예산준비를 보조 

- 사무국의 전산회계 처리시스템 관리 

2. 관련전문가 : 회계담당외 7명 

3. 1999년 주요 활동계획 

주요 재정지원국가 또는 기관에 회계 보고자료 준비 

- 연차사업계획 및 예산작성 보조 

- 사무국 전문인력 관리 및 재정지원 

SOPAC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지원내역에 관한 D/B 유지 및 개발 

HEAD 5 Technical Management 

Head 5 Technical W ork Pro.IIram Mana.IIement (기술사엽 프로그램 관리) 

1. 목표， 목적 및 활동내용 

목 표 : 회원국의 개발 욕구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사업 프로그램 확정 

목 적 : 기술사업 프로그램이 적절하고도 저비용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증 

활동내용 

자원개발， 환경과학 및 국가경쟁력 개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 및 조정 

- 각 국이 요청한 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사업수행후 결과가 잘 보 

고되고 있는지를 각국 대표와 긴밀협조 

SOPAC 및 FS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정 후원국이 검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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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2. 관련전문가 : 사업관리자(Program Manager) 외 5명 (뉴질랜드의 자금지원) 

3. 1999년 주요 활동계획 : 위의 활동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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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ccess to cost-effective tools and available data are essential in building sustainabl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nd Remote Sensing (RS) infrastructure for 
regional applications. The outputs of which provide information ne∞ssary for 
resource managers to make p이icies that will ensure marine biodiversity is 
maintained and that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are managed in a sustainable 
way. 

This paper outlines the steps building the infrastructure, describes cost-effective 
tools , provides examples of system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region and 
outlines SOPAC data holdings. 

2 The three building steps 

Most GIS and RS based systems will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a c1ient 
who if government, statutory authority or private enterprise in a Pacific Islands 
Country will usually require ongoing support. The steps are defined as follows. 

2.1 Development 

This is the process where the outputs are defined and suitable software and 
hardware selected for the pr이ect. Jn most cases the selection will draw on existing 
in country systems and expertise while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lifetime of the 
project, available support and budgetary constraints together with linkage to other 
projects or organisations. The software will be developed if necessary and initial 
testing performed. It has been shown that involvement of the end users during the 
development phase is necessary for sustainability of systems. 

2.2 Implementation 

The software will be installed on the target hardware and tested in-country. It is 
normal for modifications to be needed to address changing needs. This phase wiU 
involve user training and may often be accompanied by a workshop. 

2.3 Management 

This is the phase where the users operate and develop the system and may require 
assistance with upgrades and new requirements. Support from a regional 
organisation should be an ongoing task. 

3 Cost-effective tools 

The most cost-effective method in providing GIS and RS infrastructure is to employ 
readily available software to build systems that can run on standard hardware and to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to ensure that those systems are successful . and 
sustainable. In addition,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for recommended software 
and hardware for use within the region by the Regional Information Technology 
subcommittee of sPocc and core software defined in the following sections 
conforms to thos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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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ystem software 

System software includes desktop computer operating systems that allow 
computers to be used as single user, in peer-to-peer networks and in server based 
networks. The regional standard set is Microsoft Windows 95/98, NT Workstation 
4.0 and NT Server 4.0. 

Indicative costs in USD are: 

Microsoft Windows 95/98 

Microsoft NT Workstation 4.0 

Microsoft NT Server 4.0 

3.2 GIS software 

$100 

$500 

$1 ,000 

The software for GIS based systems can be built from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97 suite and mid range GIS/desktop mapping software Maplnfo Professional 4.5. 
Together with MapBasic 4.5 and Microsoft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VBA) that 
is included in Microsoft Access. This combination allows complete systenis to be 
developed and deployed that are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project. Maplnfo has 
recently released ProViewer that allows users to access but not modify Maplnfo 
tables. 

Indicative 'costs in USD are: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97 

Maplnfo Professional 4.5 

MapBasic 4.5 

Maplnfo ProViewer 

3.3 RS software 

$500 

$1 ,300 

$800 

$100 

Remote sensing or image processing software that enables satellite images and 
aerial photographs to be integrated with GIS is available and includes ERDAS 
Imagine and ER Mapper. The integration of images with GIS is becoming an 
essential requirement with the increase in availability of this type of sour，∞ data. 

Indicative costs in USD are: 

ERDAS Imagine 

ER Mapper 

$9,000 

$3,500 

This software is relatively expensive and while the price is falling it is currently more 
cost effective to use the services of a regional organisation such as SOPAC with this 
software and the experience in processing images. 

3.4 Specialist software 

SOPAC uses Mike21 hydraulic modelling software and has provided copies to 
several member countries together with specialist training. 

3.5 Training 

Training is an essential component for implementing a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SOPAC provides a training component in all projects and has specialist skills 
available in system integration, GIS and RS software design and related activities 
such as digitising. Institutional training is available at GIS Department,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 74-



4 Examples 

The following examples are GIS and RS related projects that SOPAC has 
undertaken, is undertaking or will undertake in the region. 

• Suva Vulnerability Study. 1996 

• Vanuatu Mineral Resources Oatabase. 1996-1997 

• Polymetalic Nodule Oatabase for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1997 

• Pacific Regional Energy Program Power Utilities GIS Project. Tonga Electric 
Power Board. 1997 

• Pacific Regional Energy Program Power Utilities GIS Project. F비 Electricity 
Authority. 1997-1998 

• Pacific Regional Energy Program Power Utilities GIS Project. Solomon Islands 
Electricity Authority. 1998 

• GIS Workshop Using Maplnfo. Suva, Fiji. 1996 

• GIS Workshop Using Maplnfo. Tarawa, Kiribati. 1997 

• GIS Workshop Using Maplnfo. Rarotonga, Cook Islands. 1998 

• GIS Workshop Using Maplnfo. Alofi , Niue. 1998 

• Solomon Islands Mineral Resources Oatabase. 1998 

• Pohnpei Dredging Study (3 Components). 1998 

• Majuro Aggregate Study. Circulation and Erosion Control. 1997-1998 

• Port Vila and Mele Bay Hydrodynamic Study. 1997-1998 

• Laucala Bay Hydrodynamic Simulation for Effluent Oispersion. 1997-1998 

• Laucala Bay Sand Resources. 1997-1998 

• Pacific Cities Project. Hazard assessment and Oisaster Mitigation. Suva, Port 
Vila, Honiara, Nuku’alofa, Apia and Lae. 1997-2000 

In addition SOPAC produces data for distribution on CO that includes Maplnfo 
datasets, and MapBasic utilities 

5 SOPAC data holdings 

The majority of SOPAC data is directly Marine Sector while other data such as 
onshore affects the Marine Sector at the coastal zone. The data is categorised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xtent of the holdings and the relation to the programs and 
units. The organisation and access of the core datasets is discussed and future 
directions outlined. 

The outputs from the programs and associated benefits are not specifically detailed 
as they are taken as understood. 

5.1 Data Categories 

The data acquired and held by SOPAC is key to providing this information and the 
sources and methods are extremely varied and best categorised under the 
programs and units as physical datasets or activities that acquire, process develop 
these datasets. See Attachment A for SOPAC organis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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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1.1 Mineral Resources Unit 

1.1.1 Coastal and shallow water bathymetry 
1.1.2 Sand and aggregates 
1.1.3 Drill and grab sampling and water chemical testing 
1.1.4 Aero-magnetic, seismic and reflection surveys 
1.1.5 Deep sea mining 
1.1.6 Economic analysis 

1.2 Water Resources Unit 
1.2.1 Climate and hydrological (rainfall , evaporation, steam flows) 
1.2.2 Geological (well locations) 
1.2.3 Water supply and sanitation reports 

1.3 Energy Unit 
1.3.1 Energy demand and supply 
1.3.2 Small scale hydropower 
1.3.3 Petroleum usage 
1.3.4 Electrical grid (distribution and load balancing) 
1.3.5 Wind and geothermal energy 

2. Environmental Science Program 
2.1 Coastal Unit 

2.1.1 Shallow water bathymetry 
2.1 .2 Hydrodynamic (water quality, current, temperature, depth) 
2.1.3 . Sediments (resource potential) 
2.1 .4 Pollution and erosion 
2.1.5 Modelling 

2.2 Hazard Assessment Unit 
2.2.1 Geology, bathymetry, land contours 
2.2.2 Census and building 
2.2.3 Feeds to Disaster Reduction Unit 
2.2.4 Planning, mitigation and rehabilitation 

2.3 Ocean Unit 
2.3.1 Deep sea bathymetry; gravity, magnetic 
2.3.2 Survey vessel coordination and monitoring 
2.3.3 Wave Energy and OTEC 

3. National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3.1 Human Resource Development Unit 

3.1.1 Earth Science Management course 
3.1.2 Training attachments 
3.1.3 In country workshops 

3.2 Disaster Reduction Unit 
3.2.1 Weather and other climate data 
3.2.2 Seismic data 
3.2.3 Tsunami data 

3.3 Information Technology Unit 
3.3.1 Core dataset development 
3.3.2 Communications development 
3.3.3 Data processing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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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ublications and Library Unit 
3.4.1 Maps (digital and hard copy) 
3.4.2 Virtual Library developments 
3.4.3 Satellite and aerial photos 
3.4.4 Reports and publications 

There is extensive linkage of data between units where examples would be the 
Hazard Assessment Unit providing outputs to the Disaster Reduction Unit. Earth 
Science students from the HRD Unit accessing Coastal Unit data. or Mineral 
Resources Unit water analysis data being output to the Water Resources Unit. 

The location of the sources can be categorised as oftshore. nearshore. ∞astal and 
onshore while the acquisition vehicles and methods vary from remote sensing 
satellites. aerial survey platforms. deep sea survey vessels. ∞astal and shallow 
water survey vessels through surveying. beach profiling. drill sampling and water 
testing to sample analysis. 

The data medium varies from paper maps and reports through magnetic disk and 
cartridge to optical disks while the size can vary from hundreds of re∞rds or 
kilobytes of data that can be stored on a single magnetic disk to gigabytes of data 
that require magnetic cartridge sets. 

In addition. the format of digital data varies from simple ascii text to specialist binary 
data that requires proprietary or custom built software. 

5.2 Data organisation and acces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Unit to organise. provide access 
and disseminate data or informati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Unit operates the 
Regional Data Centre where the core datasets and databases reside. 

In many cases the data is provided in raw format where the format may be non
standard and custom-processing software is required to regularise the data for 
presentation in a meaningful format. 

Traditional methods for organising the data have been limited to providing a 
catalogue where each database or dataset is a record. This method has been 
maintained while other avenues and technologies have been explored and adopted. 

The core databases and datasets are stored on networked servers running 
Microsoft NT Server and accessible by all SOPAC staft via a local area network or 
remotely via the dial in service. The use of web technology has allowed the data or 
information to be made available internationally via the Internet and presented in 
standard format internally via the Intranet where both allow access from a wide 
range of clients. 

SOPAC identifie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storage and display of the majority of the datasets and evaluated a range of 
software applications from high end to mid range with associated costs and leaning 
curves. Maplnfo was adopted in 1993 and has now become a regional standard for 
mid range systems. AII datasets are migrated into this application and many 
applications have been developed for member countries. 

SOPAC was an early adopter of writeable CDs and used this medium as early as 
1994 for distributing datasets to member countries that included the processed data 
from the 1993 research vessel surveys under the South Pacific Marine Resources 
Program. The medium is used daily for data distribution as well as updating the 
。riginal CD titled SOPACDATA 95 to SOPACDATA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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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ystems have been provided to the geoscience sectors of member 
countries with hardware and software sets in 1993 and upgraded in 1994 and 1995. 
Support has been ongoing through training attachments, in-country workshops and 
reg비ar provision of ∞re datasets. In addition, specialist systems usually GIS based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on demand. 

For further information on data holdings at SOPAC see: 

WWW. sooac. ora. fi/oresentations/ais/ 

Www.sooac.ora.fi/databases/ 

5.3 Future directions 

1. There will be increasing demand from member countries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IS based systems to suit their particular sectors. 

2. Web access to datasets will continually be developed to increase awareness 
and assist stakeholders. 

3. There will be increasing data inputs from oæan monitoring programs, in 
particular GOOS. 

4. The use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will become the common method 
for storage and display of SOPAC data and Maplnfo will be the standard 
application. 

5. Online access will improve with increasing hard drive capacities (24GB 
common by 101999) 

6. Offline storage and distribution will move from magnetic tapes, CDs and small 
capacity optical (1GB) to the newly released Digital Versatile Disk (DVD) with 
capacities of 17GB once writeable and re-writeable DVD drives and media 
becomes readily available 101999. 

6 Summary 

Regional organisations have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the member countries 
in developing, implementing and managing systems and GIS and RS based 
systems present valuable tools in managing resources and have particular 
relevance to the sustainable use of the coastal zone. 

The tools themselves must be sustainable and be selected from appropriate, cost 
effective and scaleable technologies and the end users must f1미Iy paπ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hases to ensure that the management phase 
maintains the necessary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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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Westem Samoa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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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the Coastal Morphology 
from Salel이oga to PU’apua on the island of Savai’i, 

Western Samoa 

S. P. Kim and S. R. Lee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 KIGAM) 

• Introduction 

As a technical assistance in 1998 SOP AC work program a twelve-day survey 

project was undertaken from 30th’ July, 1998 to 10th, Aug. , 1998 in the island Savai’1, 
Westem Samoa. The SOP AC work program in this area is mail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shoreline movements and establishing sound coastal zone 

management data for fundamental prevention of the important and existing 

infrastructure. 

The detailed objectives ofthe program are as follows (Dr. R. Howorth, pers. com.; 

See Appendix A. SOP AC DRAFT T ASK PROFILE); 

1. Establishment of the features of the coastal environment and active coastal 

processes inc1uding historic shoreline positions, 
2. Identification ofthe areas where infrastructure maybe under threat, 
3. Identification of any potential areas for 미ture aggregate assessment, 
4. Compilation of coastal morphology data of the coastline from Saleleloga to 

PU’apua in Savai ’i island, Westem Samoa to evaluate coastal processes, and 

assess any potential hazards, especially erosion 

This report is a preliminary result to partially fulfill the above-mentioned 

objectives after undertaking a ground-check and mapping the coast1ine features at a 

scale of 1 :20,000 with any available aerial photographs. 

• Study Area 

The study area is geographically located between Saleleloga village and PU’apu ’a 

village (13 0 34’ S - 130 44’ S) in Savai ’i Island, Westem Samoa (Fig. 1). This area is 

most populated in the Savai ’ i island (Ward and Ashcroft, 1998) and has experienced 

heavy damages by the cyc10nes Ofa and Val in Feb., 1990 and Dec., 1991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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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 and Ashcroft, 1998; Elmqvist et al., 1998). 

According to the geologic map of the Savai ’ i island (New Zealand Geological 

S따vey， 1958; Fig 2) the whole study area is covered with Middle to Late Pleistocene 

Mulifanua volcanics except the small areas around the wharf in Sale1eloga and around 

the Lesolo Point of the Holocene Puapua volcanics. From Mt. Asi to PU’apu ’a village 

Holocene Tafagamanu sand strips comprising coral sands are distributed along coastline 

about 5 ft. above sea level. Small creeks, inland springs and lithified sands near the sea 

level can be noticed at severallocations. 

• Materials and Methods 

Before starting the survey, a list of aerial photographs taken in the study area as 

well as relevant reports and information were acquired from the SOP AC 따chive. 

Geologic map (1: 100,000 scale) and Topographic maps (1 :20,000) were also copied for 

using as student maps in the field 

At the Department of Land and Survey in Apia, Westem Samoa aerial 

photographs taken in 1990 이ew Zealand Mapping; scale 1:15,000; SN 7815, No. ’ s. 

311 , 313, 315 , 320, 322, 324, 326) were available with some transparent papers. 

During the whole field survey period ground-check was performed to assure the 

interpretation of any features interpreted on the photographs. Any morphologic feature 

which indicates coastal erosion were logged in the student maps at the same time. Man

made structures like sea walls, groins, bathing pools, wharves, etc. were also logged in 

the stud않tmaps. 

For semi-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difference of beach slopes across groins in 

Faga beach (between Cape Tuasivi and Malae village) 6 beach profiles were acquired 

with solid sticks and a tape ruler. 

As necessary, rock specimen 뻐d surface sediments were sampled to collect 

additional data for furthur studies after visual examination of grain texture and 

mineralogical compositiom. S없nplimg locations were logged in the topographic map or 

measured with latitude and logitude by using a Trimble™ GPS receiver. 

• Results 

1. Mapping the coastal morpholgy 

After the survey in Westem Samoa brief results were reported and discuss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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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 AC office in Fiji with interpreted aerial photographs and other logged data. 

In the office of KIGAM interpreted aerial photographs were compiled together 

with the logged features and schematically drawn with Core1Draw program (Fig. 3; 

Corel™ v.8.0). Topographic map (1 :20,000) were also referred when combining and 

positioning the mapped areas. 

The final output is a digitized map with 1 :20,000 scale in .DXF file format for 

SOP AC GIS database by using AutoCADTM. 

2. Beach Profiling 

From reference points (mainly the landward boundary of the foe vegetation) beach 

profiles were measured at selected intervals (Fig. 4). The values of height and distace 

were ploted on X-, Y-axis and the average slopes ofthe beach were calculated assuming 

the measured lines were perpendicular to the coastline and the beach has no slope 

change along the measure lines. The local height changes due to the lithified sand were 

neglected. 

3. Surface Sampling 

The samples collected during the field survey were compiled and listed to hand 

over to the SOP AC archive (Appendix 2) for further analysis. 

• Discussion and Conclusions 

1. In many locations features indicating shoreline erosion resulting from the cyclones 

and normal waves were noticed along the coast. The northeastem part of the study 

area (from Cape Tuasive to PU ’apu ’a) looks experiencing more severe erosion than 

the southeastem paπ (from Saleleloga to Cape Tuasivi). Long-term meteorological 

and oceanographic studies are requir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amount of 

erosion and the main processes that cau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as. 

2. The sizes of the sea wall materials seem too small compared to the prevailing wind 

and the resultant wave energy. According to one of the local residents the rock 

materials were easily moved in storm wave condition even after the cyclones Ofa and 

Val had swept the study area. Most sea wall constructions look being done by the 

local residents with their own budget, which explains the small size and amou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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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1ding materia1s. Govemment-based constructions in severe1y eroded as well as 

new1y reclaimed areas are recommended. 

3. A dispute between adjacent families about using fresh water seepage near their 

territoria1 boundary was noticed, which finally resulted in mutua1 neg1igence of that 

boundary area (One fami1y wanted to use it for a swimming poo1, whereas the other 

wanted to 1eave it as it has been. Meanwhile, the area was being wasted by rubbish 

as dumping ground). An intermediate to be ab1e to settle down those kind of fami1y 

dispute wou1d be needed to avoid spoiling those kind of areas. 

4. Pollution by rubbish seems to prevail a10ng the who1e survey area. P1astics, home 

appliances, househo1d too1s and any other kind of wastes were being thrown away by 

the 10ca1 residents 1eaving a10ng the coast without any concem. Pub1ic enlightenment 

wou1d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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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OPAC 
DRAFT TASK PROFILE 

Coastal Morphology Mapping Salelologa to Pu’apua on the island of Savai’I, Samoa. 

Background :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shoreline movements both historical and current often 
impact on important, and existing infrastructure resulting in a bandaid approach to cure rather than 
prevention. For sound coastal zone management data in the form of maps reflecting coastal 
process help enormously in decision making with respect to existing and future development. 

Objectives: 
• Establish features of the coastal environment and active coastal processes including historic 

shoreline positions. 
• Identify areas where infrastructure maybe under threat. 
• Identify potential resources areas for future aggregate assessment. 
• Compile coastal morphology data of the coastline from Saleologa to PU’apua, Savai’1, Samoa. 

Work Plan: 
• Collect relevant data and information available to SOPAC, including list of relevant SOPAC 

reports and air photographs of key sites. 
• Undertake field survey and mapping at a scale of 1 :25,000 to evaluate coastal processes, and 

assess potential hazards especially erosion. 
• Compilation of results into digital format for GIS implementation. 

Client: Samoa Government 

Proposed Schedule: Study duratíon foreseen 2.5 weeks starting no earlier than mid-July 

Suva- Briefi’:ng at SOPAC (2 days) 
Samoa-Field Mapping (10 days) 
Suva- Debriefing and Interim Report Completion (2 days) 

Resource Requirements: Data bases, GIS capabilities mapping and plotting. 

SOPAC Personnel: Support from Coastal and ITU Units as necessary. 

Agency Personnel: Mr Sung-Pil Kím,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ía/s (KIGAM) 

Funding Sources: KIGAM 

Proposed output: 
• Coastal morphology map of coast Saleologa to PU’apua with accompanying notes. 
• Digital representation of coastal morphology mapping for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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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List ofrock specimen and surface sediment samples 

No. Sample Name on the 8ag Location Remarks 

RockSpecilT1~~ near Saleleloga (from basement outcrop) black, scoraceous 

#1 98.AUG. 4 Saleleloga subtidal (Iow tide) Near MM public library (Saleleloga) 1:20,000 

fine shore deposit lQJJ<Jgraphic map 

#2 98-8-04 Salelavalu fine sand subtidal Savai ’ i Timber in Salelavalu ” 

#3 98.8.5 sand bar at Mt. Asi Channel sand bar ” 

between Mt. Asi & Leloa Is. In Fatausi 

#4 98.8.5 Aeauli (Car Maintenance Shop) Aeauli ” 

southem sand beach 

#5 98.8.5 Aeauli (Car Maintenance Shop) Aeauli ” 

southem sand beach 

#6 98 ‘ 8.5 Aeauli (Car Maintenance Shop) Aeauli ” 

nothern mudflat with gravel 

#7 98. 8. 5 Vaimaga beside funeral Vaimaga ” 

sand beach 

#8 98. 8. 5 Vaimaga beside funeral Vaimaga ” 

muddy sand with gravel 

#9 98. 8. 5 Fatausi junction Fatausi " 

sand beach 

#A1 98.8.6 Faga beach #AI \3039’ 55" S / 1720 10’ 44"W GPS (WGS-84) 

at transect line A upper beach 

#A2 98. 8. 6 Faga beach #A2 ” ” 

at transect line A lowerbeach 

#81 98.8.6 Faga beach #81 \30 39' 44" S /1720 10’ 51"W ” 

at transect 1ine 8 upperbeach 

#82 98. 8. 6 Faga beach #82 ” ” 

at transect 1ine 8 10wer beach 

#Cl 98. 8. 6 Faga beach #C1 \3039’ 35" S / 1720 10’ 58"W ” 

at transect line C back shore 

#C2 98. 8. 6 Faga beach #C2 ” ” 

at transect line C lowerbeach 

#Dl 98.8.7 Faga beach #01 \3039’ 28" S / 1720 11 ’ 04"W ” 

at transect line 0 back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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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98. 8. 7 Faga beach #02 ” " 

at σansect line 0 upperbeach 

#03 98. 8. 7 Faga beach #03 " ” 

at transect line 0 backshore 

#EI 98.8. 7 Faga beach #EI Lu ’ua 씨lIage backshore across road ” 

at transect line E backshore 

#E2 98. 8. 7 Faga beach #E2 ” ” 

at transect line E upper beach 

#E3 98. 8. 7 Faga beach #E3 ” ” 

at transect line E lowerbeach 

#F1 98. 8. 7 Faga beach #FI Malae village ” 

at transect line E 100m from road junction & seawall 

backshore 

#F2 98. 8. 7 Faga beach #F2 ” ” 

at transect line E upperbeach 

#F3 98. 8. 7 Faga beach #F3 ” ” 

at transect line E lowerbeach 

#10 98. 8. 8 Lano beach Asaga 

spit at Asaga 

#11 98. 8. 8 Pu'apu’a 

PU ’apu ’a beach (H. W.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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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results of sand and aggregate resources survey at the Vava’u, 

Tonga 

Geon-Hong Min, KIGAM 

Tectonic Setting 

The Tonga Trench, Tonga Ridge, and Lau Basin lie near the southern end of the line of 

trenches, island arcs and backarc basins that characterize the western rim to the Pacific Ocean. 

Their simple arc system is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convergent plate boundary controlling 

their evolution has maintained its essential eastward-facing geinetry for most ofthe Cenozoic. 

In the Tonga Arc, subduction probably began in mid Oligocene times, along a pre-existing 

mid-late Eocene oblique strike-slip boundary, as the Indian-Pacific stage pole moved southward 

from near Samos. Pre-late Eocene igneous basement is a suite of rocks considered to represent a 

segment of modified and serpentinised oceanic crust that outcrop on the trench wall and on the 

eastern margin ofthe Tonga Ridge at the island of'Eua. 

The Tonga Ridge consists of a forearc platform and an active volcanic arc, the Tofua Volcanic 

Chain. ln the southern and central paπs of the ridge, the mainly andesite cones of the Tofua Chain 

are separated from a shallow, sometimes reef studded, forearc platform b the 1800 m deep Tofua 

Trough. Forearc sediments are thick with up to 5 km of late Eocene to late Oligocene limestone, 

and early Miocene to Recent volcanoclastic strata, limestone lenses and reefs, the sediment pile 

thinning towards the eastern rim ofthe platform. 

Coupled with backarcs spreading, during the past several million years the Tonga Ridge has 

been moving eastward relative to the western Lau Basin and Lau Ridge. In fact, throughout the 

Cenozoic time, the Tonga Ridge has migrated eastward relative to the lndo-Australian plate as 

backarc basins opened to the west. 

Lau Basin, which separates the Tonga and Lau Ridges, is geologically young, most ofthe basin 

having formed by the generation of new oceanic crust during the past few million years. West of 

the basin, the Lau Ridge is a remnant volcanic arc. Prior to latest Miocene time the separate Lau 

and Tonga Ridges were paπ of a structurally continuous massif, along which arc volcanism 

occurred. In latest Miocene, the forearc region of the Lau-Tonga massif rifted more or less 

lengthwise near, but apparently seaward of the active volcanic arc. Spreading of the rift to form the 

Lau backarc basin steadily separated the forearc fragment, now the Tonga Ridge, from the 

Miocene remnant arc now the Lau Ridge .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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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complete succession is found on the island of ’Eua and a similar succession is known 

from deep oil exploration wells located on Tongatapu. On ’Eua the basement has been dated at 40-

46 Ma, and is a differentiated suite of volcanic rocks of island-arc affinity. These rocks range in 

composition from basalt to rhyolite and form lavas, tuffs, and volcanic breccia together with 

associated epucalstics. The rocks have been altered during low grade metamorphism and intruded 

by dykes. Unconformably overlying the basement is a late-middle Eocene conglomerate and a late 

Eocene limestone. The conglomerate is not always present and in places the limestone rests 

directly upon basement. The conglomerate is bedded and weakly cemented. The matrix is 

calcarenite with fragments of foraminifera, echinoids, bryozoan, mollusks and gastropods. The 

clasts are derived from the basement and are rounded to angular in shape. lt has been interpreted 

variously as a beach or reef-slope deposit. ln places it is seen to pass upward into the overiying 

limestone. This is massive to coarsely bedded and generally foraminiferal and algal with some 

bryzoan and mollusks, and, rarely, corals. It is thought to be a shallow-water shelf deposits. 

Volcanoclastic sediments of middle Miocene to early Pliocene age unconformably overlie the 

limestone. These are well-bedded lithic sandstones of turbiditic origin intercalated with siltstones 

and mudstones. Pliocene coral and foraminiferal limestones disconformably overlie the 

volcanoclastics, in part cutting these out. These are in tum succeeded by Quatemary limestones. 

On Vava’u, Quaternary reef limestones overiie older, probably, Miocene foraminiferal and 

coral limestone interpreted as a reef slope deposit. The Tripartite investigations indicate that the 

succession found in the deep oil company bore-holes sited on Tangatapu continue both at least as 

far as 240 S. Sedimentary thicknesses average 3-4 km, but locally increase to 5 km. 

ln order to measure the potential of the aggregates, field work was conducted at the Vava’u island 

ofthe Vava’u Group. The small channel divided the study area into two areas (Area A and B). 

The coring sites were fixed by 50-m X 50-m grid at first area (Area A), and for the precision 

sites wood poles were rammed down at the poínts of intersection. A total of 178 samples were 

obtained from 80 cores (from surface to 20 cm and from hundreds cm to hundredtwenties cm) 

Sediments ofthis area were composed of coarse sand sized foraminifera and cocolith. The total 

study area was about 205 ,000 m2 and the average thickness of sediment was 1.2 m. The sediments 

of the first area are considered as good aggregates and the potential resources of sand is about 

246,000 m\ calculating from the isopach map. 

The coring sites were also fixed by 50-m X 50-m grid at second area (Area B), and for the 

precision sites wood poles were rammed down at the points of intersection. A total of 86 samples 

were obtained from 36 cores (from surface to 20 cm and from hundreds cm to hundredtwenties 

cm) 

Sediments of this area were composed of coarse sand sized foraminifer and cocolith. The total 

study area was about 98,500 m2 and the average thickness of sedimεnt was 0.6 m. The sediments of 

the second area are considered as good aggregates and the potential resources of sand is about 

60,000 m3, calculating from the isopach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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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Hand Auger Log (Area A) 
Site 

Easting Northing 
Penetration 

Date Comments 
No. Depth (m) 

324946.267 437177.0104 0 
Gravel-sized rubbles located in the flood lobe of the 
small man-made channel 

ITop 20cm of black fine sand covered with a few cm 

2 324896.601 437182.779 0.8 08113/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이ive gray medium sand 

πop 20cm of black muddy coarse sand covered with 

3 324846.935 437188.5476 1.35 08/ 13/97 2-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medium sand 

ITop 50cm of coarsening downward black sand 

4 324797.269 437194.3 162 0.8 08/ 13/97 covered with thin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70cm of coarsening downward black sand 

5 324747.603 437200.0848 1.6 08113/97 
covered with thin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fine sand. Met by 5cm olive gray mud at 85cm 
then olive gray coarse sand 

ITop 90cm of coarsening downward black sand 

6 324697.937 437205.8534 1.6 08113/97 covered with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coral rubbles 

!Top 90cm of coarsening downward black sand 

7 324648.271 43721 1.622 1.2 08113/97 covered with 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100cm of coarsening downward black sand 

8 324642.5025 43716 1.9559 1.6 08/ 13/97 covered with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삐티 
gray very coarse sand 

T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medium-

9 324692.1685 437156.1873 2.2 08113/97 coarse sand. Met by olive gray rubbles with coarsel 
sand at 115cm then from 140cm black very coarse 
sand 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50cm of black sand covered with 1cm yellowish 

10 32474 1.8345 437150.4 187 1.5 08113/97 
coarse sand then olive gray very coarse sand till 
100cm and then black very coarse-coarse sand 

Top 50cm of black medium-coarse sand covered 

11 32479 1.5005 437144.6501 0.85 08113/97 with 2cm y하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l 
coarse sand 

T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0.5cm 
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very coarse sand 

12 32484 1. 1665 437138.8815 3.55 08113/97 
intercalated with two olive gray fine sand with shell 
~ragπlents layers in 220-225 cm and 300-320 cm 
Met by sticky very hard very fine sand at 355cm 

ITop 3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13 324890.8325 437133.1129 3.15 08113/97 미hen black coarse sand with 20cm thickness then 
olive gray coarse sand. Met by sticky and slightly 
hard very fine sand 

14 324940.4985 437127 .3443 0.3 08113/97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yellowish coar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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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24934.730 437077.6782 
Gravel-sized rubbles located in the flood lobe of the 
small man-made channel 

[T 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 cm 

16 324885 .064 437083 .4468 2.75 08114/97 
~ellowish coarse sand with 1 yellowish coarse sand 
layer in 6-20cm then olive gray ve깨 coarse sand till 
270cm and then olive gray hard fine sand 

π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cm 
yellowish coarse sand with 1 yellowish coarse sand 

17 324835 .398 437089.2154 2.3 08114/97 layer in 15-20cm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ill 
170cm and then sticky muddy coarse sand 

T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cm 

18 324785.732 437094.984 1.8 08114/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YJith 1 olive gray coarse sand layer including shelll 
ragments in 100-120cm 

[T op 60cm of black coarse sand αlVered with 2-10cm 

19 324736.066 437100.7526 1.45 08114/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 cm 

20 324686.400 437106.5212 1.75 08114/97 
yellowish coarse sand with 1 yellowish coarse sand 
layer in 11-20cm then olive gray coarse sand 

πop 2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2cm 

21 324636.734 437112.2898 1.46 08114/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easily penetrating olive 
gray coarse sand till 100cm and then usual olive 
coarse sand 

T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O.2cm 

22 324630.9655 437062.6237 1. 1 08118/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이ive gray coarse sand 

23 324674.863 437007.189 1.5 08/ 16/97 
[T op 3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O.2cm 

24 324724.529 437001 .4204 0.85 08116/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2S 324774.195 436995.6518 1.9 08/ 16/97 [T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7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5cm 

26 324823 .861 436989.8832 1.75 08116/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씨ith few rubbles and shell fragments 

27 324873.527 436984.1146 0.4 08118/97 
[T op 10cm of yellowish coarse sand then black 
coarse sand 

πop 20cm of black muddy sand covered with O.5cm 

28 324923.193 436978.346 0.4 08/ 18/97 tyellowish coarse sand then black coarse sand 

[Top 20cm of black muddy sand covered with O.5cm 

29 324917 .4245 436928.6799 0.4 08/ 18/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black ∞ar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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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24867.7585 436934.4485 1.2 08/1 6/97 
T 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6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O.5cm 

31 324818.0925 436940.2171 1.55 08/ 16/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Iwith a few rubbles 

32 324768.4265 436945.9857 1.2 08/1 6/97 
[T op 8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rr op 6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3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이ive gray coarse sand 

33 324718.7605 43695 1.7543 1.8 08/1 6/97 Iwith 1 olive gray coarse sand layer including shell 
ragments in 120-130cm 

34 324680.6315 437056.8551 1.0 08/1 8/97 
[T 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6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 cm 

35 324730.2975 43705 1.0865 1.9 08/ 18/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ill 170cm and then muddy coarse sand 

08115 /97 [T op 7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2cm 
36 324612.660 436913 .625 1.9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30cm of black coarse sand veneered by 

08/ 15/97 lYellowish coarse sand then easily penetrating olive 
37 324662.326 436907.8564 1.7 gray coarse sand till 100cm 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08/ 15/97 [Top 6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cm 
38 324711.992 436902.0878 2.1 yellowish coarse sand then 이ive gray coarse sand 

[Top 15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yellowish coarse sand till 

39 32476 1.658 436896.3192 1.8 08115 /97 20cm.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ill 60cm and 
hen light olive gray coarse sand 

08/1 5/97 T op 3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3cm 
40 324811.324 436890.5506 1.5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41 32486 1.990 436884.782 2.3 08/1 6/97 
T op 2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5cm 
~ellowish coarse sand then 01뼈 gray coarse sand 

42 324911.656 436879.0134 0.2 08/1 8/97 Yellowish coarse sand 

Gravel-sized rubbles located in the flood lobe of the 
43 324907.219 436853.567 small man-made channel 

[Top 10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medium 

44 324857.22 436853.281 1.67 08115 /97 sand coarsening up to coarse sand with coral 
rubbles increasing dow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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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9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45 324807.221 436852.995 1.05 08/ 15/97 1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46 324757.222 436852.709 2.9 08/1 5/97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3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47 324707.223 436852 .423 1. 1 08115/97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35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48 324657.557 436858.1916 2.4 08115/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he bottom is too hard to 
penetrate 

Top 11.5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light olive gray 

49 32470 1.4545 436802.757 3.7 08115/97 coarse sand till 300cm and then hard olive gra~ 
coarse sand. The bottom is too hard to 
penetrate 

Top 90cm of coarsening downward black sand 

50 324598.605 437217.3906 1.45 08113/97 covered with 3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rubbles 

[Top 100cm of coarsening downward black sand 

51 324592.8365 437167.7245 1.45 08113/97 
covered with 4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very coarse sand. Met by olive gray 
coarse sand with rubbles at 125cm 

[Top 40cm of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52 324852.6935 437238.2137 0.6 08114/97 3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medium sand 

T op 40cm of black fine sand covered with 1 cm 

53 324803.0275 437243 .9823 1.35 08114/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ill 100cm and then olive gray muddy 
medium-coarse sand 

[Top 1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54 324753 .3615 437249.7509 1.25 08114/97 
3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2 3cm yellowish coarse sand 
layers 

[Top 15cm of black coarse medium sand covered 

55 324703 .6955 437255.5195 1.2 08114/97 jwith 0.3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15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56 324654.0295 43726 1.2881 1.95 08114/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ill 100cm 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a few rubbles 

[T op 3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57 324659.788 437310.9542 08114/97 0.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rr op 25cm of yellowish coarse sand with black 

58 324709 .454 437305.1856 1.04 08/ 14/97 coarse sand layer between 0.5 and 6.5cm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1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59 324759.120 437299 .4 17 0.85 08/ 14/97 
0.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yellowish coarse sand layer 
•rom 50 to 5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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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p 2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60 324808.786 437293.6484 0.82 08/ 14/97 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다op 2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61 324858.452 437287.8798 0.6 08114/97 0.3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62 324814.5444 437333.3813 0.5 0811 4/97 
마op 20cm of black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30cm of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63 324764.8784 437349.0831 0.5 08114/97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lTop 50cm of yellowish coarse sand with 2-3cm 

64 324715.21 25 437354.8517 0.95 08114/97 olive gray muddy medium sand layer from 25cm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65 324665.5465 437360.6203 2.05 0811 4/97 coarse sand till 150cm and then light olive gray 
coarse sand with mud balls 

iT op 46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66 324671.305 437410.2864 0.66 0811 4/97 O.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3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67 324720.97 1 437404.5178 0.5 08/ 14/97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25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68 324770.637 437398.7492 0.57 0811 4/97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op 80 cm easily penetrating black coarse sand 
veneered with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69 324610.122 437316.7228 1.9 08/ 14/97 gray coarse sand with 2 olive gray coarse sand 
layer including shell fragments in 100-120cm and 
170-190cm 

iTop 50cm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70 324604.3635 437267.0567 1.1 8 0811 4/97 O.3cm y하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80cm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O.5cm 

71 324587.068 437118.0564 1.2 0811 4/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18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2.5cm yellowish ∞arse sand then light 이Ive gray 

73 32475 1.4535 436803 .043 1.85 08115/97 coarse sand till 170cm and then olive gray 
muddy coarse sand 

T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74 32480 1.4525 436803 .329 1.45 08115/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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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op 15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2.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5cm yellowish 

75 324851 .4515 436803.615 1.9 08115/97 coarse sand till 20cm 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2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76 324795.684 436753.663 0.95 08116/97 coarse sand till 70cm and then olive gray muddy 
sand 

T op 1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alternative 

08115/97 10cm yellowish coarse sand and 10cm olive gray 
77 324745.685 436753.377 0.75 

coarse sand till 40cm.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40cm of black muddy sand covered with 

08115/97 yellowish ∞arse sand then 이ive gray medium 
78 324695 .686 436753.091 2.6 sand. The olive gray sand is fining downward to 

。live fine sand from 220cm 

IT 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79 324779.9635 437045.3179 1.9 0811 8/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a few rubbles 

81ack ∞arse sand including rubbles covered 
80 324739.9165 436703.711 0.2 08116/97 jwith 1 cm yellowish coarse sand 

81 324735.8786 436668.7117 0.2 08116/97 
81ack coarse sand ~ in~luding ~ rubbles coveredl 
with 1cm yenowish coarse sand 

T op 6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82 324879.2955 437033 .7807 0.8 08118/97 
10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83 324928.9615 437028.0121 0.8 08/ 18/97 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few shell fragments 

T 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84 324829.6295 437039.5493 1.4 08118/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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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Auger Log (Area B) 

Site 
Easting Northing 

Penetration 
Date Comments 

No. Depth 

lTop 40cm of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101 324335 .4875 436694.1375 0.9 08/20/97 yellowish medium sand then olive gray medium 
sand 

IT 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02 324385.1535 436688.3689 2.3 08/21 /97 
O.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1 olive gray coarse sand laye 
including shell fragments in 200-220cm 

IT op 2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03 324434.8195 436682.6003 2.1 08/1 9/97 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π。p 50cm of black coarse sand veneered with 

104 324484.4855 436676.8317 2.8 08/1 9/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15cm of black coarse sand veneered with 

105 324534.1515 436671 .0631 2.35 08/ 19/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1T0p 5cm of black coarse sand veneered with 

106 324583.8175 436665.2945 2.65 08/1 9/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shell fragments 

Top 6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09 324589.586 436714.9606 1.05 08119/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10 324539.92 436720.7292 0.8 08/21 /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op 3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III 324490.254 436726.4978 1.9 08/21 /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few rubbles and fragments 

IT op 4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12 324440.588 436732.2664 2.1 08/21197 
3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few shell fragments or rubbles 

Top 2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1 13 324390.922 436738.035 2.7 08/20/97 ~oars.e s~n~. with shell fr~~ment~. till 250cm ~ndl 
then hard olive gray muddy medium sand. The 
bottom is too hard to penetrate. 

Top 60cm of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114 324341.256 436743 .8036 1.75 08/20/97 1 cm yellowish medium sand then olive gray 
medium sand 

IT op 60cm of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115 324347.0245 436793.4697 1.4 08/20/97 
O.2cm yellowish medium sand then olive gray 
medium sand till 100cm and then olive gray 
medium sand with shell fra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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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16 324396.6905 436787.7011 0‘ 9 08/20/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rrop 9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17 324446.3565 43678 1.9325 2.45 08/1 9/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few rubbles and shell 
ragments 

T op 7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l 

118 324496.0225 436776.1639 2.05 08/1 9/97 O.2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rr op 6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19 324545.6885 436770.3953 1.6 08/1 9/97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medium-coarse sand with few shell fragments 
and rubbles 

T op 50cm of black muddy coarse sand 

120 324595.3545 436764.6267 0.75 08/1 9/97 veneered with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muddy coarse sand 

rr op 60cm of black coarse sand veneered with 

121 32460 1.1 23 436814.2928 1.2 08/20/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shell fragments 

rrop 6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22 324551 .457 436820.0614 1.05 08/20/97 O.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a few rubbles 

rrop 30cm of black coarse sand including 

123 32450 1.791 436825.83 0.35 08/20/97 
rubbles and shell fragments veneered with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마op 50cm of black medium-coarse sand 

124 324452.125 436831 .5986 1.75 08/20/97 covered with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few rubbles 

rr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 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125 324402 .459 436837.3672 2.0 08/20/97 coarse sand with a few rubbles and shell 
fragments till 150cm and then olive gray muddy 
coarse sand 

Top 60cm of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126 324352.793 436843 .1358 1.85 08/20/97 1 cm yellowish medium sand then olive gray 
medium-coarse sand 

Top 70cm of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127 324358.5615 436892.8019 0.95 08/20/97 O.5cm yellowish medium sand then olive gray 
medium sand 

T op 60cm of eas깨 penetrating black medium-

128 324408.2275 436887.0333 1. 1 08/20/97 coarse sand veneered with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rrop 2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30 324507.5595 436875 .4961 0.5 08/20/97 O.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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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31 324557.2255 436869.7275 1.55 08/20/97 10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with few rubbles 

IT op 2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33 324513 .328 436925.1622 2.1 08/20/97 O.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IT op 65cm of black coarse sand veneered with 

134 324463.662 436930.9308 1.5 08/20/97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T 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35 324413 .996 436936.6994 0.9 08/20/97 O.5cm yellowish medium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lTop 65cm of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136 324364.33 436942.468 0.9 08/20/97 O.3cm yellowish medium sand then olive gray 
medium sand 

Top 40cm of black medium sand covered with 

137 324329.719 436644.4714 2.25 08/20/97 O.2cm yellowish medium sand then olive gray 
medium sand 

IT op 50cm of black coarse sand covered with 

138 324379.385 436638.7028 1.2 08/2 1/97 O.5cm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e gray 
coarse sand 

139 324429.05 1 436632.9342 1.6 0812 1/97 
Top 40cm of brown coarse sand then olive 
medium-coarse sand 

마op 40cm of yellowish coarse sand then oliv 

140 324530.4597 436638.6454 2.05 08/21 /97 gray coarse sand with 1 sticky olive gray muddy 
coarse sand layer in 170-180cm 

- 112 



부록 6. 한-호 자원협력위원회 제출 의제 및 
PDB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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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ing and Seismic Interpretation of Petroleum 

Data of SOP AC Petroleum Databank 

(* SOPAC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1. Purpose 
The Databank Manager of AGSO has continued to publicise the extensive data collection 

held at the SOP AC Petroleum Databank in Canberra. The basic role of SOPAC 

Petroleum Databank is to assess and promote the petroleum potential of the region and 

develop appropriated legislation and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petroleum resources. KIGAM has much interests in 

updating the seismic s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petroleum data from the priority 

area jointly with AGSO and SOPAC. 

2. Petroleum Data Bank 

Area of 1nterest Number of seismic line Data Format 

Vanuatu 141 paper section and digital tape 

Solomon 1s. 141 paper section and digital tape 

Fiji 365 paper section and digital tape 

Tonga 130 paper section and digital tape 

- Vanuatu ’ s history of oil exploration spans some thirty years. Early geological 

mapping carried out in the 1960' s was followed by commercial regional seismic 

acquisition in the 1970 ’ s, modem multi-channel seismic surveys and basin evaluations in 

the 1980 ’ s and 1990's. 1n all over 12,500 km of multi-channel seismic data have been 

acquired in Vanuatu ’ s Exclusive Economic Zone. 

- A wealth of data and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petr이eum potential of the 

Solomon Islands. From the earliest reconnaissance survey conducted in 1960, through 

early commercial seismic surveys of the 1970's to the modem multichannel seismic 

surveys and basin evaluations of the 1980' s and 199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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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ealth of data and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petroleum potential of Fiji. 

From the earliest reconnaissance surveys of the late 1950 ’ s , through early commercial 

seismic surveys starting in 1969, to the modern multi-channel seismic surveys; basin 

evaluations and exploration drilling of the 1980’ s and 1990’ s. 

A series of data and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petroleum potential of Kingdom 

of Tonga. From the earliest reconnaissance surveys of the early 1970' s , through early 

commercial seismic surveys starting in 1972, to the modern multi-channel seismic 

surveys, basin evaluations and exploration drilling of the 1980’s 

3. Future plan 
At present, seismic data from Vanuatu , Solomon Island, Fiji and Tonga areas are 

available in the SOP AC Petroleum Data Bank. As a result of close examination of the 

data, the future study plan of seismic interpretation using SOPAC petroleum data can be 

estab!ished in two ways. 

- The first way is to select a study area from 4 areas after track chart for each area 

was combined together. 

The second way' is to construct interpreted maps after construction of track chart 

and interpretation of seismic data from all 4 areas. 

However, most navigation data consist of hard- copied papers and it is difficult to 

convert all these data into ASCII coded data due to the lack of time and money. This 

problem makes it difficult to combine all track charts together. Therefore, we prefer to 

combine all navigation data and the results of seismic interpretation after interpreting 

the seismic data from each areastep by step 

4. Other Remarks 
KIGAM will start the cooperative program from the 2000, if the funding is available. 

5. Corresponding address of contact person 
Dr. Don Sunwoo/Sung-Rock Lee 

Petroleum & Marin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logy , Mining & Materials (KIGAM) 

Tel : +82-42-868-3322. Fax: +82-42-862-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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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 AC Petroleum Data Bank 

석유탐사자료 해석 프로그램 

l. 목적 
호주지질조사소(AGSO)는 남태평양지역의 석유자원 탐사자료 관리 및 탐사해석 지 

원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SOPAC Petroleum Data Bank에 전문가를 지원하 

며 석유탐사자료의 해석 결과를 남태평양지역 국가 및 기업체로의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OP AC Petroleum Data Bank는 태평양 도서국가에서의 석유부존 

가능성을 평가하고 석유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원(연)은 AGSO와의 협력을 통하여 기존 탐사자료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적 

인 자료 해석을 통하여 석유 부존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국내 관련업체에 배포하여 기업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2. 석유자료 은행 
현 재 SOP AC Petroleum Data Bank에 는 Vanuatu , Tonga, Fiji, Solomon Islands 4 

지역에 대한 탄성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Vanuatu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나 다른 지역에 대한 탄성파 자료해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석유자료은행에 보유， 저장되어 있는 탐사자료중 우리의 

관심 지역은 아래 표와 같다. 

관심 지역 츠-，느 λ l ‘-' 각 ，二 자료 형식 

Vanuatu 141 paper section and digital tape 

Solomon Is. 141 paper section and digital tape 

Fiji 365 paper section and digital tape 

Tonga 130 paper section and digital tape 

2- 1. Vanuatu 지 역 

바누아투지 역 에 서 의 석 유탐사는 1960년 대 의 지 질 mappmg 으로부터 시 작하여 1970 

년대의 상업적인 탐사 그리고 1980년도 및 1990년도의 분지 평가를 위한 탄성파 탐 

사에 이르기까지 약 30년동안 행하여 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 12,500 km의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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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자료가 취득되었다. 총 7번에 걸쳐 탄성파 탐사가 실시되었는데 1972년에 Gulf 

Oil 회사가 주관이 되어 취득한 자료는 32 찬넬을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측선의 수는 25개이며 자료는 디지탈 태입과 paper section으로 구성되는데 paper 

section이 주를 이룬다. 1972년에 Mobil 회사가 주관이 되어 취득한 자료는 64 찬 

넬을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측선의 수는 7개에 불과하며 디지탈 테입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paper section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1980년에 취득한 자료는 

자료취득시 사용된 변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측선의 수는 46개이며 디지 

탈 테입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paper section으로만 구성된다. 1982년에 취득한 자 

료는 48 찬넬을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측선의 수는 41개로서 paper 

sectlOn이 주를 이루며 이들 자료는 1992년에 재처리되었으며 1984년에 취득한 자 

료는 48 찬넬을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측선의 수는 23개로서 디지탈 테 

입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paper section으로만 구성된다. 

2- 2. Solomon Islands 지 역 

솔로몬제도 지역에서 탄성파 탐사는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70년대의 상업적인 탐 

사 그리고 1980년도 및 1990년도의 분지 평가를 위한 탄성파 탐사로 구성된다. 전 

체 총 8번에 걸쳐 탄성파 탐사가 이루어졌는데 1971년에 취득한 자료는 24 찬넬을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측선의 수는 13개이며 자료는 디지탈 테업과 paper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1972년에 Gulf Oil 회사가 취득한 자료는 32 찬넬을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측선의 수는 32개로서 디지탈 테입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paper section으로만 구성 된다. 이 data package에 는 중자력 자료도 포함되 어 

있다. 1972년에 Mobil 회사가 취득한 자료는 64 찬넬을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졌 

으며 측선 의 수는 19개 이 고， 디 지 탈 테 입 과 paper sectlOn으로 구성 되 나 paper 

section이 주를 이룬다. 이들 자료는 1993년에 재처리되었으며 data package에는 

자력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982년에 취득한 자료는 48 찬넬을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측선의 수는 52개이며 paper section이 주를 이룬다. 1984년에 취득 

한 자료는 48 찬넬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측선의 수는 총 

227H 이며 paper section이 주를 이룬다. 이들 자료는 1993년에 재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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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iji 지 역 

피지에서의 탄성파 탐사는 195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1969년에 시작된 상업적인 탐 

사 그리고 1980년도 및 1990년도의 분지 평가를 위한 탄성파 탐사 및 시추작업으로 

구성된다.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탄성파 탐사가 아루어졌으며， 

1972년에 Mobil 회사가 취득한 자료는 64 찬넬을 이용하여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측 

선의 수는 16개이고 TIAC 포뱃의 디지탈 테입과 paper section으로 보관되어 있다. 

1973년에는 4번에 걸쳐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탐사에서는 주로 32 찬넬이 이용 

되었으며 총 61개 측선에 대한 탄성파자료가 취득되었다. 탄성파 자료는 SEG A 포 

뱃의 디지탈 테입과 paper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자력탐사는 수행되지 않 

았다. 1975년에 취득한 측선은 28개이며 이들은 모두 6 중합의 paper section이다. 

1979년에는 5번에 걸쳐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탐사에서는 취득된 측션의 수는 

3657B 로서 이들 자료는 디지탈 테입과 paper section 으로 구성되며 디지탈 테입은 

SEG C 및 SEG Y 포뱃으로 되어 있다. 1982년에는 2번에 걸쳐 탐사가 이루어졌 

으며 이들 탐사에서는 취득된 측선의 수는 29개이고 이들 자료는 SEG B 포뱃의 

디지탈 테입과 paper sect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Fiji 지역에서 많은 양의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였으나 이들 탄성파 자료에 대한 항측 자료는 대부분 hard copy 

paper로 보관되 어 있다 

. 2-4. Tonga 지 역 

통가해역에서의 탄성파 탐사는 197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1972년에 시작된 상업적 

인 탐사 그리고 1980년도의 분지 평가를 위한 탄성파 탐사로 구성된다. 1972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총 3회에 걸쳐 탄성파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1972년에 

취득한 자료는 64 찬넬을 이용한 탐사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측선의 수는 22개이고 

이들 자료는 TIAC 포뱃의 디지탈 테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성파 탐사시 중자력 

탐사도 함께 수행되었다. 1973년에 취득한 자료는 28 찬넬을 이용한 탐사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측선의 수는 7개이며 이들 자료는 디지탈 테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포뱃은 불투명하다. 1979년에 취득한 자료는 총 54개의 측선이나 이들 측선에 대 

한 탐사 변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들 자료는 SEG C 포뱃의 디지탈 테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4년에 취득한 자료는 총 187B 의 측선 탐사시 48 찬넬을 이용하 

였으며 자료는 전부 paper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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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연구계획 

현 재 SOP AC Petroleum Data Bank에 는 Vanuatu , Tonga, Fiji, Solomon Islands 4 

지역에 대한 탄성파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자료를 검토한 결과 향후 SOPAC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탄성파 자료해석 연구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먼저 모든 항측자료를 취합하여 종합 항측도를 작성하고 난 후에 

해석에 필요한 탄성파 자료를 선정하는 방법과 둘째 각 지역에 대한 항측도 작성 

및 탄성파 해석을 난 후에 종합 항측도 및 해석도변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 

러나 현재 많은 양의 항측자료가 hard copy paper로 되어 있어 이들을 수치화하여 

ASCII code로 변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재의 상황에 의하면 먼저 지역적인 항측도를 작성하고 난 후에 각 지역별로 탄성파 

자료해석을 실시하고 후에 이들 지역별에 대한 항측도 및 해석 결과를 종합하는 방 

법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본 협력의제에 관한 사항은 이미 1997년의 KIGAM- SOPAC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 

자원연구소가 1997년도에 SOPAC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탐사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분석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제한된 연구비로 인하여 1998년도에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본 의제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할 경우 2000년부터의 사업개시를 목표로 계 

속 협력을 추진하고 탐사자료의 updating을 위한 별도의 연구비 지원이 요구된다. 

5. 연락처 
한국자원연구소 석유해저연구부 

선임연구원 선우 돈/ 책임연구원 이 성록 

연락처 : 전화) 042- 868- 3322 팩스) 042- 862-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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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1 .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보고서 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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