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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油探養船 運醫 事業
박관순，오재호，박근필 

요 약 

1996년 말 3차원 석유탐사선인 탐해2호의 건조로 우리나라는 해저물리탐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3차원 석유탐사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연구사업의 효과적 인 

지원을 통하여 석유 · 해저물리탐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한 독자적인 탐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 저 자원 탐사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 

금년도에는 탐사선 탐해2호는 6개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순 탐사일수는 

183일이 소요되었다. 

모든 탐사 작업은 순조롭게 수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3차원 탄성파 탐사에 대한 시험탐사가 국내 기술진으로만 구성된 

탐사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GECO

PRAKLA사와 공동으로 석유탐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탐사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선박의 관리를 위하여 예비부품율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탐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선박의 모든 안전 규칙 및 기준을 정비하고 국제 

공인 기관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수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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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hae 11 Operation Project 
Park, Kwan-Soon, Oh Jae-Ho, and Park, Keun-Pil 

ABSTRACT 

ln the end of 1996, KIGAM has built a 3-dimensional seismic research 

vessel named Tamhae II which is expected to bring a great contribution for 

the petroleum and marine geophysical explo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The project aims to escalate the effectiveness of geophysical exploration 

and to accomplish self-supporting technology competent to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offshore petroleum and marine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s 

through the optimum vessel management and technical supports of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s. 

ln this year of 1998, Tamhae II supports 6 research projects and the total 

survey periods reached to 183 days. All the projects has successfully been 

completed as planned schedule. Especially, the trial survey for the 

3-dimensional seismic data acquisition has successfully been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y the KIGAM operation team. 

ln the meantime, as an oversea project which was cooperated with 

GECO-Prakla geophysical company undertook in the lndonesian water during 

the period from 9 March to 19 June 1998. A total 8,000 line-km of 

2-dimensional seismic data profiling has been ac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between GECO-Prakla and KIGAM. This oversea project brings us 

intemational certification of the technology and quality in the seismic data 

acquísítíon. 

For the maintenance of the vessel, 20% of whole spare parts of the vessel 

and research equipments is reserved and a safety audit for the oversea 

projects as requested by GECO-Prakla was taken by the intemationally 

authorized agency in Februar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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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명가의 착안점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 탐사선의 효율적 인 운영 

- 효과적인 연구 사업 지원 

나. 평가의 착안점 

- 탐해2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사용 여부 

탐사선과 선박정박 기지 운영 

- 효율적인 연구사업 지원 

해저석유탐사기술의 자립화 노력 

외국 기술 의존도 축소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탐사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 선원직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지원체제 완비 

- 선박의 정기적 수리(선체 및 기관)， 정비， 점검 

- 기관부품， 선용품(유류， 청수， 소모품) 구매 및 선적 

- 선박운항에 관한 유관기관 (항만청，해양 경찰청잎 해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 유지 

- 각종 탐사장비의 점검 및 소모품과 예비부품의 적정 구매 업무 

- 출장소 현지 자산， 관측 시설 및 장비 관리 유지 업무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 탐사 작업 지원 

탐사 항해 능력 배양‘ 

각종 해저 시료채취 기술의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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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금년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탐사선은 6 개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순 탐사일 

수 183일이 소요되었다. 모든 탐사 작업은 순조롭게 수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3차원 탄성파 탐사에 대한 시험탐사가 국내 기술진 

으로만 구성된 탐사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GECO-PRAKLA사와 공동으로 석유탐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탐사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선박의 관리를 위하여 예비부품율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탐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선박의 모든 안전 규칙 및 기준을 정비하고 국제 

공인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수검하였다.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λf엽명 지염 기간 우l!..하 g 익 도수 l 

하자보수 건선거 부산 한진 중공업 1월 13일 -1월 18일 6일 

GECO 석유탐사지원사업 인도네시아 해역 3월 9일 -6월19일 103일 

석유탐사자료취득 군산-흑산도 해역 7월15일 -8월 12일 29일 

해저케이블 루E조사 부산-대마도 해역 8월22일 -8월29일 8일 

가스하이드레이 E조사 울산-포항 해역 9월23일 -9월28일 6일 

해저지질도 작성 동중국해 해역 10월 13일 -11월 12일 31 일 

3.1 대륙붕 석유물라탐사 자료취득 기술개발 연구 사업 지원 

석유물리탐사 기술의 자립화를 위하여 탐사 기술의 낙후성을 최단시간에 극복하고 한 

국대륙붕에서 석유발견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석유물리탐사 자료취득 

기술개발 연구가 서해 군산 해역에서 실시 되었다. 탐사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탐사 기 간 --- 1998년 7월 15일 - 8월 12일 (29일) 

참여인원 --- 23인 

탐사 량 ----- 1,500 Line-km 

탐사 특기 사항 --- 3차원 탄성파 탐사 시험 탐사 (국내 최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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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반도 

해저지질도 

학적인 자료를 

해역 조사 다l 
.A 해저 지절도 작성 

작성사업은 동중국해 지 역으로 배타적 
취득하여 경계 획정시 사용하고자 함에 

125"121121 ’ 
126 0 11 ’ 125 0 3121 ' 

연구 사업 지원 

경제수역에 

목적이 있음. 

대한 해양지질 

126 0 3121 ’ 

31 0 3121' l .L.IIII I\!!! 1111 1 1 I I •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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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1세기 선에너지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사업 지원 

21세기 신청정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해 일원에서 해상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탐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탐사 기간 1998년 9월 23일 -28일 

사용된 탐사 장비 64채널 고해상 2차원 탄성파 탐사 

단성분 아나로그 탐사 

다중채널 음향측섬기 

Subbottom Profiling 장비 
Gravity Coring 2점 

XBT 측정 2점 

GPS 항측 

탄성 파탐사 13개 측선 690 line-km 
다중채널 음향측섬 790 line-km 
12인 

탐사량 

탐사 참여인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지역 

:29'58 13S'38 138'8Ø I !J"II ’313'20' 

l6"8 • . ~ . . ..... _ -1 →一」ι~ι “ -‘----• ••• -1-36'09 

‘• - - _ .. -.-.----• • • - ’5'''8 ''5, .. 9 

" 1 2~‘，. 

10‘’ 연 

13""9 13."28 1 ')A'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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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정밀 해저지형 연구 

정밀해저 지형조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이 

용한 3차원 정밀해저 지형조사가 제주도 남방 마라도 해역 일대에서 수행되었다. 

조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30일 까지 3일간 걸쳐 실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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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GECO 석 유탐사 지 원 사업 수행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해역의 석유탐사자료 취득을 목적으로 GECO-Prakla 

물리탐사회사의 2차원 탄성파탐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아울러 한국 측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간의 전문적인 석유탐사 참여를 통하여 국제적인 탐사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탐사 기간 

참여인원 

탐사량 

탐사 특기 사항 

: 1998년 3월 9일 - 6월 19일 (102일 ) 

: 38인 (연구원 22인， 선원 16인) 

; 약 8,000 Line-km 
: 2차원 탄성파탐사， 

6 km 수진기 예인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타라칸 해역 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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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US-CHINA CN SYSTEM 해 양 조사 

해저 광통신망 설치를 목적으로 해저케이블 포설 적정구간 조사를 부산-대마도 

간 해역에서 수행하였다. 주로 다중빔 수심측정기를 사용하여 3차원적인 해저지형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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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 평가 

금년도 사업은 

석유탐사 기술의 정착 단계 진업을 목표로 하여 

-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국제적으로 품질 인정받은 2차원 석유탐사 수행 

- 국내 기술진에 의하여 3차원 탄성파탐사 국내 최초로 시험 탐사 성공하였고 

천해저 탄생파탐사 자료취득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 64채널 고품질의 천해저 탄성파탐사 자료취득 성공함으로써 

연구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 

5. 연구성과 

• 국내 최초로 3차원 탄성파탐사 시험 탐사 성공 

•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수행 

• 동중국해 EEZ 해역에 대한 해저 지질도 작성 사업 수행 

• 인도네시아 해역의 석유탐사 수행 

-장기 해외 탐사 수행으로 탐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 

6.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예산부족으로 인한 유류비 및 보험료 지불에 어려움이 많았음. 

I혜균 연료소모량 

GECO 탐사 (탐사 능력 100% 수준) 8.0톤/일， 

KIGAM 탐사 (탐사 능력 75%수준) 7.0톤/일 

해저지질도작성 사업(고해상 탄성파 탐사 및 시료채취) 5.0톤/일 

일반항해시 (전속력) 13.0톤/일 

• 자체 소유 정박 기지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박 관리에 어려움 
- 육전시설이 없어 유류소모가 많음 : 동절기 1.0톤/일， 하절기 1.5톤/일 

- 육상 보관창고 시설이 미비로 모든 예비부품 및 장비를 선적 운항함 . 

• 공무 담당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이 어려움. 

- 예비부품 재고율 20% 유지 
- 탐사 기간중 0% 기관 고장율 유지 

따
 
냉
 



11.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Proposal 내용과 벼교분석) 

- 유가의 하향 변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자료취득 활동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탐사선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경제 침체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탐사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2.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 탐사선의 효율적 인 운영 

- 효과적 인 연구 사업 지원 

3. 연구 추진 내용 : 

세부 소요 월 단위 추진 계획 
연구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비 

운및항 선계획박수검사립 

석운유영탐사사업선 
12 석 염길져휠X 필 렴흉도짧a띔싫뽑었기술개발 

3 국차내원석 대륙유봉탐사 

선처박검 

4. 연구 평가 시 착안점 및 내용 : 

• 탐해2호의 운영 상태 : 장비 고장율， 예비부품 확보율 

• 연구사업지원의 효율성 : 탐사 지속 일수， 탐사량， 전문인력 훈련 

• 예산집행의 공정성 

5. 참여 연구원 현황 

박관순， 오재호， 박근펼 외 선원 17인 

6. 기타 주요 변경 사항(훌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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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비 소요 명세 

구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비목 (1999) 
비 고 

번호 
二2 액 % 二I=jL 액 % 二2 액 % n p 

비목 

1 내부인건비 10,034 1.01 

2 개발보전비 

·간접비 

·개발준비금 (5，24끼 0.53 

3 외부 인건비 

4 직접경비 979,252 98.98 

·여비 7,008 0.70 
/ 

·기술정보활동비 7,500 0.76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 및 전산처리비 478,ffi6 48.32 

·시작품 제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486,708 49.20 

연구관리비 604 0.06 
5 

· 인센티브 554 

· 하위과제관리비 

· 평가비 50 

6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사업비총액 989,286 100.0 

* 적 용환율 : 1$ = 1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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