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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요 약 문

I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가. 연구단계

- 원천핵심기술 응용 및 개발연구 

  나. 사업기간/예산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5년간)

    연도별 총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항목 ’19 ’20 ’21 ’22 ’23 소계

부

처

별

미래부 4,600 5,500 5,500 5,500 4,600 25,700

방위사업청 1,900 2,000 2,000 1,600 900 8,400

합계 6,500 7,500 7,500 7,100 5,500 34,100

  다. 연구개발 개요

   연구 목적 

 수중에서 발생하는 인공음향(잠수함)과 해저에서 발생하는 자연음향(해저지진, 

해저산사태, 화산폭발)의 실시간 음향/지진파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군사적 

안보 강화 및 해양 지질재해 위험요소 감시

❮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의 모식도❯



비  전
실시간 음향/지진파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군사적 안보 

강화 및 해양 지질재해 위험요소 감시

        

목  표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원천 기술 확보 및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연구 내용

 ➊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 정밀 지구물리 탐사 및 탄성파 자료처리 기술 개발
   - 2D/3D 및 OBS/OBC/P-cable 지구물리탐사 기술 확보
◈ 지형 및 해저면 정보 가시화를 통한 3차원 지질 모델링 구축
   - 고해상도 천부지층 탄성파 신호처리 및 정밀해저지형 모델 통합 분석
◈ 자료의 표준화 정립 및 ICT기반 지층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➋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개발

◈ 광대역 해저 음향 관측 및 신호 처리 기술 개발
◈ 해저 음향/지진파 자료처리 및 재해요소 인지 향상을 위한 속성 분석 기술 

개발
◈ 해저 음파전달 속도 관측 장비의 고도화 및 정밀도 향상을 통한 저주파 

대역 지음향 및 현장 음파 감쇠 관측 기술 개발

 ➌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 해저 광대역 센서 및 케이블을 통한 수중·해저 통합 관측, 케이블·수중
통신·Wave Glider·위성을 통한 스마트 다성분 신호 전달 네트워크 시험 
구축

◈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프로토 타입 설계 및 제작
◈ 분산 배열 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개발
◈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개발을 통한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❹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기술 개발

◈ 해저면 저주파수 수중소음 장기관측을 통한 수중소음 특성 분석 및 DB 구
축

◈ 저주파 원거리 신호 분석을 통한 심부 지구조 분석, S파 탐지 및 이방성 
분석

◈ 저주파 수신노드를 활용한 수중표적 탐지기술 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가. 기술적 필요성

 1970년대 이후 한반도 내륙 및 주변 해역에서 관측한 지진 규모 상위 10개 중 7

개가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기상청 자료)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해양에

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해양지진의 관측 및 분석을 지진관측망 밖에 위치하

는 육상 지진관측자료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진원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비교적 작은 규모 및 미소 지진의 관측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기존의 해양 지진 관측 방법은 해저지층의 음향/지진파 전달 특성을 고려

하지 않아 진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해저지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밀한 진원파악, 향후 해저지진 발생 가능

성 예측을 위해서는 해저지진을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해저 지진 관측 시

스템이 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 대규모 해저단층대가 발견되고 있으며 동해 대

륙사면을 대규모 해저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해저지질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측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

나. 경제·산업적 필요성

 해저지질재해 또는 해중에서의 군사적 타격에 의한 연안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인

적, 경제적 피해와 산업시설의 파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특히 해저지진 분포 특성 자료는 우리나라 해저지진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어 해

안 및 연안의 산업개발 정책 수립과 대규모 주요 산업 시설의 지진 재해 대책

에 활용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해양의 음향 관측 시스템 구축에 비해 민간과 군이 공

동 활용 가능한 광대역 해저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은 비

용과 효과 면에서 경제적임

 해저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개발되는 원천핵심기술들은 첨단 해양 산업 기

술 개발에 기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연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복

지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다. 군사적 필요성

 저주파수 수중소음은 표적의 탐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수중소음을 관측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필요

 수중 벡터센서는 지진파 관측과 수중 표적 탐지, 수중통신 등에 활용 가능한 새

로운 개술이므로 분산 벡터센서망의 형태로 감시망을 구성하여 탐지성능 향상 

및 방위오차 감소 가능

 지층을 통해 전파되는 표적 신호는 음감쇠가 적고 음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원거리에서 탐지가 가능

 기존의 수중감시 기술 및 체계는 주요항만과 항로에 침투하는 잠수함 탐지를 목

표로 하고 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이 원거리에서 특정 목표를 

타격하고자 하는 잠수함의 탐지는 불가능

 분산 벡터센서 통신망은 잠수함 및 수중 이동형 플랫폼(UUV, glider 등)과의 근

거리 수중통신을 통한 군사적 정보 교환 및 위치정보 보정을 수행할 수 있으

며, 이로써 이동형 플랫폼이 수상으로 올라오지 않고도 효과적인 양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

라. 부처연계협력 필요성

 인공음향(잠수함)과 자연음향(해저지진, 해저산사태, 해저화산폭발)은 발생 주

파수 대역이 다를 뿐 지층 전파 메커니즘은 동일하므로 광대역 센서를 통한 통

합 관측이 가능 

 민간은 해저지질특성 및 지음향 정보구축기술, 지층 음파신호 처리 및 역탐지기

술 분야에 높은 기술력 확보, 군은 수중 통신 및 감시 체계 구축에 대한 노하

우와 높은 기술력 보유

 해양의 음향 관측 시스템 구축은 수중 환경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첨단 수중 응용기술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

 비용의 효율성과 기술력의 극대화를 위해 민간과 군이 공동 활용 가능한 광대역 

해저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에 대한 민․군 기술협력이 절실

함



I I 국내‧외 관련 현황

1. 기술동향

가. 국내 기술동향

 민수분야

 국내에서 해저 지질재해 실시간 관측 기술은 기초 연구 수준으로 과거 기상청이 

울릉도 남쪽 15 km 해저에 해저지진계를 1개소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나 체계적

인 관측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회수 한 상태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역시 해저면 지진계(Ocean Bottom Seismometer; OBS)를 설

치하여 실시간 해저 지진파 관측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나 자료 및 신

호 전송 방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육상에서 다수의 지진관측소와 지진연구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진파 신호 분석 및 진원지 추적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확

보하고 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해양에서 수십 년간 지구물리 탐사를 수행하면서 해양지

질특성 파악, 지체구조 규명, 지층 음향 신호 처리 분야에 있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군수분야

 수중음향통신탐지/특화센터

 -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해양감시를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수중통신신호 연구

실, 수중탐지 연구실, 수중통신센서 연구실, 음파채널 연구실로 구성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9년간(2007년~2015년) 연구를 수행하였음. 향후 분산 센서망

을 이용한 통신/탐지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음

 항만감시체계

 - 주요 항만 및 연안을 감시하기 위한 수중감시체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능

/수동 탐지 알고리즘 개발, 신호처리 기법 연구, 탐지 예측 모델개발 및 매설 

센서와 케이블 제작 기술력을 보유하였음

나. 국외 기술동향

 민수분야

 지질재해 조기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케이블 관측 네트워크 기술은 캐나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캐나다와 미국은 북아메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 발달한 단층대와 지진 활동의 조

기 경보를 위해 광대역규모의 해저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인 NEPTUNE을 구축하

여 운영 중임 

 일본은 난카이 해구를 따라 규모 8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조기 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케이블 관측 네트워크인 

DONET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 캐나다-미국에서 구축한 NEPTUNE(좌)과 일본에서 구축한 DONET(우)❯

 이탈리아는 남부 Campi Flegrei 칼데라 지역 화산활동 및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해저지진관측소 CUMAS를 운영 

 터키는 Marmara 해역에서 North Anatolian Fault에 의한 해저지진 관측을 위해 

광대역 지진계, 가속도계, 수중음파센서, 차압계, 유속계, 기록장치, 전송장치

로 구성된 해저관측소를 운영 중임 

 군수분야

 미국은 Seaweb, PLUSNet, AOSN, NEPTUNE 등의 연구 프로젝트가 1998년부터 현재

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연안 감시체계 및 이동/고정형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해양의 종합적인 자료를 취득하고 있음

 미국 해군은 잠수함 탐지체계인 SOSUS (Sonar Surveillance System)를 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태평양 및 대서양 주요 해역에 설치하

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이후 음향 탐지 수상함(SURTASS)과 매설 센

서를 함께 통합하여 IUSS (Integrated Undersea Surveillance System)로 운용

되고 있음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해의 잠수함 탐지를 위한 SOSUS를 미국 해군과 함께 오키

나와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시장동향 및 수요 분석

가. 국내 시장동향

 민수분야

 최근 해저 지질 재해와 관련한 사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수행 업체 및 기관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특히 주요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해양 탐사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시장은 해

양 자원 개발이나 연안 개발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경상북도청의 “2017 스마트 해양장비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

성 조사” 사업에 따르면 해저면 조사, 케이블/파이프라인 경로 조사, 해양 조

사의 국내 시장 규모가 약 1조 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해양관측 시스템별 시장규모 파악에 따르면 해저음향탐사 시스템, 해양시

스템 및 샘플러 등의 국내 규모는 약 1조 3300억원임

     ❮ 표 2-1❯ 해양 조사·탐사 장비산업 사업별 시장규모 

수로조사 해저면조사
항구

항만관리
준설작업

연안 석유 
및 가스탐사

케이블/파이
프라인 경로 

조사
해양조사

1조 2,086억원 5,040억원 4,098억원 221억원 4,911억원 361억원 6,632억원

* 출처: 2017 스마트 해양장비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경상북도청)

     ❮ 표 2-2❯ 해양 관측 시스템별 시장규모

위치결정시스템
해저 

음향탐사시스템
비음향 해양 

물리탐사 시스템
해양시스템 및 

샘플러
기타

6,792억원 9,744억원 4,956억원 3,599억원 8,244억원

* 출처: 2017 스마트 해양장비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경상북도청)

 민수분야

 수중 방어 체계는 항만감시체계 구축, 잠수함 탐지 체계, 음향 탐지 체계 등의 

다양한 체계 사업들과 이를 통한 능동소나, 예인 선배열 소나, 탐지 센서 등 

첨단 장비들의 개발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수중 방어와 관련된 기술이나 사업은 철저한 보안에 의해 기술력의 정략

적 수치나 시장 규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수중 무선 통신 분야는 해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체계에 매우 중요한 핵

심 기술 분야로써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

며, 상업화가 될 경우 향후 10년간 1조 5000억원의 경제적 가치 보유



나. 국외 시장동향

 민수분야

 UNESCO 산하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IOC)는 향후 기상예보와 같은 수준의 해양예

보를 구현하기 위하여 운용해양학에 기반을 둔 전지구 해양관측망(GOOS) 구축

을 추진

 미국의 US IOOS, 유럽의 EuroGOOS, 지중해의 MedGOOS 등 지역해 프로그램에서는 

상시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이나 해상구조물을 이용한 고정 플랫폼과 

여객선, 화물선 등을 이용한 이동형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러한 영향으로 관측 플랫폼에 탑재할 고효율 저비용의 새로운 센서와 장비 개

발, 자료 관리와 자료동화기술, 예측·예보기술 개발을 위한 시장이 급성장하

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해양관측망에 기반을 둔 해양예보 시장은 연간 24억 달러로 추정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8~2.2억 달러의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운영 관련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관련 사업의 경제, 사회 군사 및 과학적 

측면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방대

 2000년대 이후 초음파 항법시스템과 함께 관성센서(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융합하거나 도플러 속도센서(DVL, Doppler Velocity Log)를 이용한 복

합항법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이용한 ROV와 AUV, 유인잠수정의 

위치 측정 장비 개발 시장이 급격이 커지고 있음

 군수분야

 수중방어 및 감시 시스템은 대부분 자국 해양에 침투세력을 방어·감시를 목적

으로 하고 있어 정보의 공개가 제한적이며 시장역시 방산분야로 제한적임

 각국은 비밀리에 자국 해양에 대한 자체 SOSUS 개발하였고 주요 군사적 요충지

에 다양한 형태의 SOSUS를 구축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임 

 미 해군의 경우 갈수록 스텔스화되어 가는 수중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장거리 음향탐지체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최근에는 미국 Luna사와 미 해군 연구소(Office of Navy Research, ONR)가 광섬

유 형상 및 위치감지 케이블을 사용하여 표적의 형상과 위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배열 형상감지기술을 개발하여 수중 감시에 활용 



다. 수요 분석

 해저 지진 관측 및 해저 재난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고 조기 경보 시스템은 해저지질재해 발생 시 국민 모두에게 신속

히 전달함에 그 목적이 있어 그 수요량이 매우 큼

 특히 해저 지진 및 지질재해 정보의 신속 전달 의무가 있는 국민안전처와 기상

청은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기술 및 정보가 매우 중요함

 지질재해 감시 분야

 원자력 발전소, 연안 주요 국가핵심시설, 해양 플랜트 등의 안전을 위해 지질재

해 감시 기술 필요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해저 지진 발생지역에 위치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수

요 예상

 해양환경 모니터링 분야

 수심측량, 해안선측량, 조류변화 관찰, 파도, 해류의 물리화학적 변화 관찰 활

동 등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일반적으로 음파를 송수신하는 트랜스듀서 및 다목적 센서를 활용한 환경 모니

터링이 필요한 분야

 해저 안정성 조사 분야

 해저면 상단에 위치한 물체(난파선, 유물, 잔해, 기타 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파이프라인이나 케이블 매설 분야 등의 안정성 평가에 활용

 해저표층탐사기, 자력계, 스와스(swath) 음향측심 시스템, 사이드스캔 소나, 싱

글 빔 에코사운더 등의 장비 활용

 수심, 지형정보 등의 수집을 통하여 해저면의 지질공학적 특징 제공

 해양 자원 탐사 분야

 지구물리탐사 및 처리 기술은 해양 자원 탐사 분야에 활용 가능 

 신흥국 중심의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확장 중임



I I 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개발 목표

가. 연구개발 목표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

는 신규 사업 기획 및 추진 방향 제시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을 통한 광대역 정밀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및 이를 이용한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기술 개발

 해저지질재해 조기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 확보

 해저 지진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 산사태, 화산폭발, 지진해일 등의 해저지질재해 위험 요

소 실시간 관측 및 신속한 전달, 조기 경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연안 및 주요 항만으로 국한되어 있던 감시체계의 원해로의 확장하여 장거리 수

중 감시체계 능력 강화

 잠수함 및 수중 이동형 플랫폼의 위치 보정 및 군사적 정보교환 가능

 수중소음 장기관측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동식별 가능 및 탐지성능 

예측 모델 정확도 향상

동해 고해상도 지층 모델 개발 기술 확보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원천 기술 확보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원거리 표적 탐지기술 확보

나. 연구개발 대상 및 범위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 

- 지체구조 파악 및 고해상도 지층 음전달 모델 제작을 위한 정밀 지구물리 탐사, 

탄성파 자료처리 기술 개발

- 지형 및 해저면 정보 가시화를 통한 3차원 지질 모델링 구축

- 자료의 표준화 정립 및 웹기반 지층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 수중에서 발생하는 인공음향(잠수함)과 자연음향(해저지진, 해저산사태, 화산폭

발)에 대한 광대역 해저 음향 관측 및 신호 처리 기술 개발

- 해저단층/해저산사태 특성 파악을 위한 해저 음향/지진파 자료처리 및 재해요소 

인지 향상을 위한 속성 분석 기술 개발

- 해저 음파전달 속도 관측 장비의 고도화 및 정밀도 향상을 통한 저주파 대역 지

음향 및 현장 음파 감쇠 관측 기술 개발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 해저 광대역 센서 및 케이블을 통한 수중·해저 통합 관측, 케이블·수중통

신·Wave Glider·위성을 통한 스마트 다성분 신호 전달 네트워크 기술 

    

❮ 해저 통합 관측 및 신호 전달 네트워크 기술 모식도❯

-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프로토 타입 설계 및 제작

- 분산 배열 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개발

-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개발을 통한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기술

- 해저면 저주파수 수중소음 장기관측을 통한 수중소음 특성 분석 및 DB 구축

- 저주파 원거리 신호 분석을 통한 심부 지구조 분석, S파 탐지 및 이방성 분석

- 저주파 수신노드를 활용한 수중표적 탐지기술 개발

 



❮ 개발 시스템 모식도❯

2. 업무분할구조도(WBS)

❮ 기술개발 구조도❯



3. 소요기술 현황 및 확보방안

연구개발 항목
(levelⅡ)

소요기술
(levelⅢ) 국내기술수준 선진국 수준 기술확보방안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

고해상도 

지구물리 탐사 

및 신호처리 

기술

- 자원 개발 분야 

탐사 및 신호 처리 

기술 확보

 (약 7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90%

일본 80%

유럽 100%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확보

3차원 지형정보 

가시화 기술

- 수로 및 해저지형 

조사를 통해 높은 

기술력 보유

 (약 8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90%

일본 70%

유럽 10%

국제공동연구 및 

교육을 통한 기술 

확보

ICT기반 지층 

정보 구축 기술 

- 지질정보 DB화를 

통해 해당 기술 일

부 확보

 (약 70% 수준)

미국 90%

캐나다 80%

일본 70%

유럽 90%

IT 전문기관과의 

융합 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해저단층/해저산

사태 특성 파악 

기술

- 일부 확보

(약 30% 수준)

미국 90%

캐나다 100%

일본 90%

유럽 90%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도입

해저 지음향 

관측 복합 기술

- 일부 확보

(약 40% 수준)

미국 100%

(ONR, NRL)

미국의 ONR 및 

NRL과 공동 협력 

추진

고정밀 해저 

지진파 관측 

기술

- 천해/근해에서의  

해저관측 기술 개

발 단계 

 (개발 단계)

미국 100%

캐나다 100%

일본 90%

유럽 90%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도입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기술

- 일부 확보

(약 2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100%

일본 90%

유럽 90%

일부 독자개발 및 

일본 JAMSTEC과 

협력 추진

분산배열수중센

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 수중통신/탐지특화

센터를 통해 일부 

기술 확보

(약 4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100%

일본 90%

유럽 90%

일부 독자개발 및 

산학연 

협력기초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 일부 확보

(약 30% 수준)

캐나다 100%

(Ocean 

Networks  

Canada)

독자적인 시나리오 

개발 및 국제공동 

연구를 통한 최적화 

검증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기술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 일부 확보

(약 50% 수준)

미국 100%

(ONR, NRL)

자체 기술 확보 및 

일부 산학연 협력 

으로 실용화



4. 참여부처별 역할분담(안)

부처명
역할 분담(안)

참여범위 결과 활용 방안

미래창조과

학부

- 동해 고해상도 지층 모델 개

발 기술 개발

-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

측 원천 기술 개발

-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

험 구축

- 동해 지질재해위험요소(지진,

해저산사태, 쓰나미) 감시 및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고도화

- 해저 지진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

- 관련 기술 및 자료의 기상청 

및 국방부 제공

- 해저지진정보 실시간 대국민 

제공

방위사업청

- 분산배열수중센서 활용 수중

통신 기술 개발

-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개발

- 원해의 분산 벡터센서 통신망 

구축

- 저주파 수중소음 데이터베이

스 확보

- 표적 탐지 능력 증대

- 수중 감시체계 영역 확장

연구개발 항목
(levelⅡ)

소요기술
(levelⅢ) 국내기술수준 선진국 수준 기술확보방안

원거리 다성분 

OBS 탐사 기술

- 자체 해저면 지진

계 탐사시스템 구

축 / 소규모 다성

분 OBC 탐사시스

템 구축 및 탐사기

술 확보

(약 5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80%

일본 90%

유럽 90%

 탐사장비 확충하여 

광역 2D/국지적 3D 

물성도 및 이방성 

영상화 기술 수립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 일부 확보

(약 30% 수준)

미국 100%

(ONR, NRL)

 국내에서 기개발된 

벡터센서 

신호처리기법 연구 

활용, 실용화 단계로 

개발



IV 사업추진방안 및 기술획득 전략

1. 사업추진방안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위한 총괄 추진체계

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이 4개의 핵심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함 

 세부 연구 기술 내용 중 외부 전문 연구분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산업계, 

대학,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함

❮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위한 총괄 추진체계❯ 

2. 기술획득 전략 

 각 분야별 성과물 산출팀과 협업을 통해 최적의 해저지질재해 요소 객체 모델 

도출

 국내외 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의 산학연 연구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개발 체계 마련



 산학연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고품질의 해저지질재해 정보 통합가시화 및 분

석 시스템 구축 

 지질재해 위험 요소의 정략적 평가를 위한 국외 전문가 공동 연구 및 정밀 모델

링 수행

 산학연 협력으로 국내에서 기개발 된 벡터센서 신호처리 기법 연구를 활용하고 

실용화 단계로 개발

V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해저지질재해 조기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 확보

 해저 네트워크 설치 기술, 해저 통신 기술, 정밀 해저지진 관측 기술 등의 원천

기술 확보

 지진과 연계된 해저지질재해 발생 및 영향범위 예측 기술 확보

 향후 국가 주요 핵심시설 건설 시 부지선정 및 안정성 평가에 활용

 해저 지진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 산사태, 화산폭발, 지진해일 등의 해저지질재해 위험 

요소를 실시간 관측하고 이를 신속히 전달, 조기 경보함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해저지질재해와 연계된 입법, 정책개발,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선진국 수준의 연구기술 확보 및 전문연구 인력 양성에 따른 연구 역량 강화

 해양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되는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 지구환경변화 예측, 

해양환경보전 등에 활용하고, 어업, 해운, 관광 등 각종 해양산업 활동의 의사

결정을 상시 지원

2. 경제·산업적 측면

 해저지진 모니터링을 통한 정밀 해저 지진 발생 분포 파악을 통한 지질재해 잠

재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 대책 마련에 기여

 해저 지진 및 지질재해 위험 요소로부터 국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

 지역별 위험도 정보 제공에 의한 해저 지질재해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재난을 관측하는 기술은 국가안보에 기여하



여 경제, 산업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

3. 군사적 측면

 수중 감시체계 영역 확장

- 연안 및 주요 항만으로 국한되어 있던 감시체계의 원해로의 확장하여 장거리 수

중 감시체계 능력 강화

 원해의 분산 벡터센서 통신망 구축

- 잠수함 및 수중 이동형 플랫폼의 위치 보정 및 군사적 정보교환이 가능

- 잠수함의 수중 운용 지속능력 강화

 표적 탐지성능 정확도 향상

- 수중소음 장기관측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동식별 가능

- 탐지성능 예측 모델 정확도 향상

 표적 탐지 능력 증대

- 분산 벡터센서망을 활용한 수동탐지 능력 강화

- 원거리 수중표적 탐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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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개요개요

제 1 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가. 해양 지질재해 실시간 관측 시스템의 필요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 규모 5.8의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필요성 대두

 육상의 경우 많은 지진 관측소를 통해 지진 및 인공음원에 대한 정확

한 탐지가 가능한 반면 해양의 경우 해저지진, 해저산사태, 해저화산

폭발 등의 지질재해 위험요소에 대한 관측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  

 특히, 최근 한반도 해저에서 활성단층대가 발견되고 이와 관련된 해저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해저지질재해 실시간 관측 및 예보 

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 그림 1-1❯ 역대 지진 발생 규모 및 위치(자료: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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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저 지층을 통한 원거리 관측/탐지 기술의 필요

 수층을 통한 인공 및 자연 음향 관측/탐지는 수중 음전달 특성상 음영

대가 발생하고 음감쇠에 의해 탐지 거리가 제한적임. 반면 지층은 수

층에 비해 음전달 속도가 빠르고 음감쇠가 적어 빠른 시간내에 원거리 

음파를 관측/탐지 가능함

 기존의 수중감시 기술 및 체계는 주요항만과 항로에 침투하는 잠수함 

탐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이 원거리

에서 특정 목표를 타격하고자 하는 잠수함의 탐지는 불가능함 

 따라서 SLBM의 탐지를 위해서는 원거리 탐지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지체구조 및 고해상도 지층 모델 제작을 통한 

지층 원거리 관측/탐지 기술 개발이 시급함

❮ 그림 1-2❯ 북한의 해군기지와 현재 군에서 구축한 잠수함 탐지 체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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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필요성

가. 기술적 필요성 

 1970년대 이후 한반도 내륙 및 주변 해역에서 관측한 지진 규모 상위 

10개 중 7개가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기상청 자료) 비교적 큰 규

모의 지진이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해양지진의 관측 및 분석

을 지진관측망 밖에 위치하는 육상 지진관측자료에 의해 수행되고 있

어 진원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비교적 작은 규모 및 미소 지진의 

관측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기존의 해양 지진 관측 방법은 해저지층의 음향/지진파 전달 특

성을 고려하지 않아 진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해저지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밀한 진원파악, 향후 해저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을 위해서는 해저지진을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해저 지진 관측 시스템이 필요함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 대규모 해저단층대가 발견되고 있으

며 동해 대륙사면을 대규모 해저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해저지질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측 시스템의 개

발이 시급함

나. 경제적/산업적 필요성 

 해저지질재해 또는 해중에서의 군사적 타격에 의한 연안 인구밀집지역

에서의 인적, 경제적 피해와 산업시설의 파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시

스템 구축임

 특히 해저지진 분포 특성 자료는 우리나라 해저지진 위험도 평가에 활

용되어 해안 및 연안의 산업개발 정책 수립과 대규모 주요 산업 시설

의 지진 재해 대책에 활용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해양의 음향 관측 시스템 구축에 비해 민간과 

군이 공동 활용 가능한 광대역 해저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은 비용과 효과 면에서 경제적임

 해저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개발되는 원천핵심기술들은 첨단 해

양 산업 기술 개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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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연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국민복지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다. 군사적 필요성 

 저주파수 수중소음은 표적의 탐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수중소음을 관측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확보된 수중소음 데이터베이스는 인공지능에 의한 표적의 자동 탐지/

식별 및 예측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적용 가능

 벡터 음향센서 배열은 분산망 구성에 유리하고 일반 음압센서 배열에 

비해 탐지성능이 4배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수중 벡터센서는 

지진파 관측과 수중 표적 탐지, 수중통신 등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개

술이므로 분산 벡터센서망의 형태로 감시망을 구성하여 탐지성능 향상 

및 방위오차 감소 가능

 표적을 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층을 매질로 전파되는 음파를 탐지

하는 것이 주요 수단이었으나, 탐지거리에 제한이 있음. 하지만 지층

을 통해 전파되는 표적 신호는 음감쇠가 적고 음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원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

서 수층을 매질로 전파된 표적신호 탐지를 보완하고, 원거리 지진파 

관측과 표적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시도할 수 있음

 기존의 수중감시 기술 및 체계는 주요항만과 항로에 침투하는 잠수함 

탐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연안 감시에 국한되어 있음. 하지만 육지로

부터 떨어진 해양에 감시체계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과제에서

는 감시 영역의 확장이 가능함

 또한 수중에 위치한 잠수함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경우에 통신

이 제한적임. 하지만 원해에 위치한 분산 벡터센서 통신망은 잠수함 

및 수중 이동형 플랫폼(UUV, glider 등)과의 근거리 수중통신을 통한 

군사적 정보 교환 및 위치정보 보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동

형 플랫폼이 수상으로 올라오지 않고도 효과적인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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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처연계협력 필요성

 인공음향(잠수함)과 자연음향(해저지진, 해저산사태, 해저화산폭발)은 

발생 주파수 대역이 다를 뿐 지층 전파 메커니즘은 동일하므로 광대역 

센서를 통한 통합 관측이 가능 

 민간은 해저지질특성 및 지음향 정보구축기술, 지층 음파신호 처리 및 

역탐지기술 분야에 높은 기술력 확보, 군은 수중 통신 및 감시 체계 

구축에 대한 노하우와 높은 기술력 보유

 해양의 음향 관측 시스템 구축은 수중 환경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존

재하므로 첨단 수중 응용기술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

 비용의 효율성과 기술력의 극대화를 위해 민간과 군이 공동 활용 가능

한 광대역 해저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에 대한 

민․군 기술협력이 절실함

마. 정책적 타당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시

행령과 시행규칙(시행 2017.3.30.),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

보에 관한 법률(시행 2015.1.22.)에 의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해저지질재해분야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17.2)의 9대 중점투자방향 중 (2)‘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생태

계 구축’의 민관협력과 (8)‘융합․협업으로 재난․재해 대응체계 혁

신’의 재난재해 R&D 3가지 협업모델, 범정부 공동 대응 추진전략과 

부처협업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향후 중점 투자 분야임

 2014년 수립한“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2014-2020)”의 전략 3‘국

민행복 해양공간창조’의 실행전략 중 하나인‘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

교통 안전 확보’에서 지진해일 등 연안재해에서의 취약지역 평가 및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연안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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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처별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차별성  

 지진 및 지질재해 위험 요소 관련 기존 사업 현황

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기관/

연구비
연구내용 연구결과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동해 연안의  신기 
지진활동 해석

2008.2.1.~

2011.2.28

기상청/

2억5천6백만원(1차년)

2억3천만원(3차년)

Ÿ 동해 연안에서 탄성파 탐
사를 수행하여 단층의 분
포와 특성 규명

Ÿ 과거 (약 2500만 년 전) 

동해가 형성될 때 만들어
진 후포단층에서 현재 지
진이 자주 발생함을 제시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한반도 연안의 
신기 지진활동 

분석

2012.3.15.~

2015.3.14.

기상청/

1억5백만원(1차년)

1억5백만원(2차년)

1억5백만원(3차년)

Ÿ 거제-부산간 해역에서 
탄성파 탐사를 통해 양
산단층군이 연장되어 있
는지 규명

Ÿ 연장된 단층의 4기 활
동특성 해석 

Ÿ 양산단층군에 속하는 일
광단층이 단층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4기에 반
복적으로 활동 하였음을 
규명

Ÿ 양산단층의 남동해역으로 
연장되어 있음을 발견

경기만 단층활동 
해석

2015.9.1.~

2018.8.31.

기상청/

4억5백만원(1차년)

3억원(2차년)

3억원(3차년예정)

Ÿ 2013년 백령도 해역 지진 
진앙지의 지질구조 탐사

Ÿ 2013년 보령해역지진 진앙
지의 지질구조 탐사

Ÿ 진앙지에서 단층과 습곡
구조 발견

Ÿ 2억 5천만년 경에 북중국
지괴와 남중국 지괴가 충
돌한 구조에서 2013년 백
령도 해역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2009.3.1.~

2012.2.28.

국민안전처/

20억

Ÿ 국가 활성단층 분포 파
악

Ÿ 국가 지진위험지도 연구

Ÿ 국가 활성단층지도 발간
Ÿ 국가 지진위험지도 발간

동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2005.2.1.~

2010.12.31.

해양수산부/

63억
Ÿ 동해 연안의 지질 위험요

소 파악 및 원인 분석

Ÿ 동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관련 도면집 발간 및 데
이터베이스 구축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2011.5.9.~

2017.7.31.

해양수산부/

92억
Ÿ 서해 연안의 지질 위험요

소 파악 및 원인 분석

Ÿ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관련 도면집 발간 및 데
이터베이스 구축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2017 ~

2021

국민안전처/

168.5억

Ÿ 활성단층 조사 및 평가기
술 표준화

Ÿ 활성단층 조사·연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
성

Ÿ 활성단층 추적 조사 및 
연구

Ÿ 활성단층 조사·평가기술 
표준화 방안

Ÿ 활성단층 조사·연구를 위
한 중·장기 로드맵

Ÿ 활성단층 조사·연구 자료 
및 활성단층 지도·웹서비
스 구축

주변원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경주지진 지진원 
특성조사

2017 ~

2021

원자력안전위원회/

285억

Ÿ 미소지진 관측 시스템 구
축 및 운용 기술개발

Ÿ 경주지진 심부 지진원 확
인 및 특성규명 기술개발

Ÿ 원전 부지 설계지진 평가 
기술개발

Ÿ 경주지역 최대 지진 규모 
및 지진동

Ÿ 경주지역 최대 규모 지진 
정량화에 따른 부지 설계
지진 적합성 평가결과

Ÿ 미소지진망 기반 장기 지
진 모니터링·대응 체계 

 지진 및 지질 재해 위험 요소 관련한 기존 사업들은 주로 기상청, 국

민안전처,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육산 지진의 발생 원인 및 분포 파악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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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의 경우 기상청과 해양수산부에서 동해 및 서해에서 현장조사를 

통한 단층분포 현황 및 지질재해 위험 요소 파악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지진과 단층의 연계성 및 규모 등의 파악은 부족한 상태임

 특히 이들 기존 사업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층의 분포 파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저에서 발생하는 음향/지진파의 관측 기술 개발과

는 차이가 큼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만 감시 체계 사업은 수중 음전달 모

델 개발, 탐지 신호처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

한 수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음. 하지만 연안에 대한 감시영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지진파 관측을 병행하여 원해역 

표적 감시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또한 수중음향통신/탐지특화센터를 통하여 수중 통신/탐지/센서/채널

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9년간 지원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감시

체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하지만 축적된 기술력은 기초연구

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벡터센서 수중통신 및 표적탐지 기술을 

실용화 단계로 개발이 필요함

 최근에는 국방분야 주도의 SOSUS는 감소 추세이며 민간 주도의 해저 

지진파 관측망 구축이 활발함. 예로, 캐나다의 Ocean Network, 

NEPTUNE, VENUS, 일본의 DONET, 유럽의 ESONET, FIXO3, 중국의 

ECSSOS, ESOMS 등이 있음. 이러한 민간 주도 해저 관측망은 원거리 신

호 탐지가 가능하므로 수중감시에 활용 가능한 연구가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에서 기 확보 한 

해저 지질 특성 정보 구축 기술, 지진파 관측 기술, 수중 감시 체계 

개발 기술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해 민간 주도의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

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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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개요

1. 연구개발 개요

가. 연구 목적 

 수중에서 발생하는 인공음향(잠수함)과 해저에서 발생하는 자연음향(해

저지진, 해저산사태, 화산폭발)의 실시간 음향/지진파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군사적 안보 강화 및 해양 지질재해 위험요소 감시

나. 연구 목표

동해 고해상도 지층 모델 개발 기술 확보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원천 기술 확보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원거리 표적 탐지기술 확보

해저지질재해 조기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 확보

해저 지진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 산사태, 화산폭발, 지진해일 등의 해저지질재해 위험 요소 

실시간 관측 및 신속한 전달, 조기 경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연안 및 주요 항만으로 국한되어 있던 감시체계의 원해로의 확장하여 장거리 수중 

감시체계 능력 강화

잠수함 및 수중 이동형 플랫폼의 위치 보정 및 군사적 정보교환 가능

수중소음 장기관측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동식별 가능 및 탐지성능 예

측 모델 정확도 향상

동해 고해상도 지층 모델 개발 기술 확보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원천 기술 확보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원거리 표적 탐지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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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지체구조 파악 및 고해상도 지층 음전달 모델 제작을 위한 정밀 지구

물리 탐사, 탄성파 자료처리 기술 개발

 지형 및 해저면 정보 가시화를 통한 3차원 지질 모델링 구축

 자료의 표준화 정립 및 ICT기반 지층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개발

 수중에서 발생하는 인공음향(잠수함)과 자연음향(해저지진, 해저산사태,

화산폭발)에 대한 광대역 해저 음향 관측 및 신호 처리 기술 개발

 해저단층/해저산사태 특성 파악을 위한 해저 음향/지진파 자료처리 및 

재해요소 인지 향상을 위한 속성 분석 기술 개발

 해저 음파전달 속도 관측 장비의 고도화 및 정밀도 향상을 통한 저주

파 대역 지음향 및 현장 음파 감쇠 관측 기술 개발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해저 광대역 센서 및 케이블을 통한 수중·해저 통합 관측, 케이블·수중

통신·Wave Glider·위성을 통한 스마트 다성분 신호 전달 네트워크 시

험 구축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프로토 타입 설계 및 제작

 분산 배열 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개발을 통한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

간 관측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기술 개발

 해저면 저주파수 수중소음 장기관측을 통한 수중소음 특성 분석 및 

DB 구축

 저주파 원거리 신호 분석을 통한 심부 지구조 분석, S파 탐지 및 이방

성 분석

 저주파 수신노드를 활용한 수중표적 탐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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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실시간 음향/지진파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군사적 

안보 강화 및 해양 지질재해 위험요소 감시

              

목  표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원천 기술 확보 및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연구 내용

 ➊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 정밀 지구물리 탐사 및 탄성파 자료처리 기술 개발
   - 2D/3D 및 OBS/OBC/P-cable 지구물리탐사 기술 확보
◈ 지형 및 해저면 정보 가시화를 통한 3차원 지질 모델링 구축
   - 고해상도 천부지층 탄성파 신호처리 및 정밀해저지형 모델 통합 분석
◈ 자료의 표준화 정립 및 ICT기반 지층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➋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개발

◈ 광대역 해저 음향 관측 및 신호 처리 기술 개발
◈ 해저 음향/지진파 자료처리 및 재해요소 인지 향상을 위한 속성 분석 기

술 개발
◈ 해저 음파전달 속도 관측 장비의 고도화 및 정밀도 향상을 통한 저주파 

대역 지음향 및 현장 음파 감쇠 관측 기술 개발

 ➌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 해저 광대역 센서 및 케이블을 통한 수중·해저 통합 관측, 케이블·수중통
신·Wave Glider·위성을 통한 스마트 다성분 신호 전달 네트워크 시험 구
축

◈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프로토 타입 설계 및 제작
◈ 분산 배열 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개발
◈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개발을 통한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❹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기술 개발

◈ 해저면 저주파수 수중소음 장기관측을 통한 수중소음 특성 분석 및 DB 구
축

◈ 저주파 원거리 신호 분석을 통한 심부 지구조 분석, S파 탐지 및 이방성 
분석

◈ 저주파 수신노드를 활용한 수중표적 탐지기술 개발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  

제1절 국내·외 기술동향

제2절 국내·외 시장동향

제3절 수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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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내외 관련 현황 국·내외 관련 현황

제 1 절 국내·외 기술동향  

1. 국내기술 동향

 민수분야

 국내에서 해저 지질재해 실시간 관측 기술은 기초 연구 수준으로 과거 

기상청이 울릉도 남쪽 15 km 해저에 해저지진계를 1개소 구축하여 운

영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회수 한 

상태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역시 해저면 지진계(Ocean Bottom Seismometer; 

OBS)를 설치하여 실시간 해저 지진파 관측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나 자료 및 신호 전송 방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육상에서 다수의 지진관측소와 

지진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진파 신호 분석 및 진원지 추적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해양에서 수십 년간 지구물리 탐사를 수행하면

서 해양지질특성 파악, 지체구조 규명, 지층 음향 신호 처리 분야에 

있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군수분야

 수중음향통신탐지/특화센터

 -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해양감시를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수중통신

신호 연구실, 수중탐지 연구실, 수중통신센서 연구실, 음파채널 연구

실로 구성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9년간(2007년~2015년) 연구를 수행

하였음. 향후 분산 센서망을 이용한 통신/탐지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음

 항만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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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항만 및 연안을 감시하기 위한 수중감시체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능/수동 탐지 알고리즘 개발, 신호처리 기법 연구, 탐지 예측 

모델개발 및 매설 센서와 케이블 제작 기술력을 보유하였음

2. 해외기술 동향

 민수분야

 지질재해 조기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케이블 관측 네트워크 기술은 

캐나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캐나다와 미국은 북아메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 발달한 단층대와 지진 

활동의 조기 경보를 위해 광대역규모의 해저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인 

NEPTUNE (Northeast Pacific Time-Series Undersea Networked 

Experiments)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일본은 난카이 해구(Nankai Trough)를 따라 규모 8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조기 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케이블 관측 네트워크인 DONET (Dense Oceanfloor Network 

System for Earthquakes and Tsunamis)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 그림 2-1❯ 캐나다-미국에서 구축한 NEPTUNE(좌)과 일본에서 구축한 DONET(우).

 이탈리아는 남부 Campi Flegrei 칼데라 지역 화산활동 및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해저지진관측소 CUMAS (Cabled Underwater Module for 

Acquisition of Seismological data)를 운영 

 터키는 Marmara 해역에서 North Anatolian Fault에 의한 해저지진 관

측을 위해 광대역 지진계(CMG-3T), 가속도계(CMG-5T), 수중음파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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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계, 유속계, 기록장치, 전송장치로 구성된 해저관측소를 운영 중

임 

 미국 IRIS (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의 

DMC (Data Management Center)에서는 QUACK (QUality Analysis 

Control Kit)라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진 데이터의 품질 

및 수신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군수분야

 미국은 Seaweb, PLUSNet (Persistent Littoral Undersea Surveillance 

Network), AOSN (Autonomous Oceanographic Sampling Network), 

NEPTUNE (North-East Pacific Time-series Underwater Networked 

Experiments) 등의 연구 프로젝트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

으며 연안 감시체계 및 이동/고정형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양의 

종합적인 자료를 취득하고 있음

 미국 해군은 잠수함 탐지체계인 SOSUS (Sonar Surveillance System)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태평양 및 대서양 주

요 해역에 설치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이후 음향 탐지 

수상함(SURTASS)과 매설 센서를 함께 통합하여 IUSS (Integrated 

Undersea Surveillance System)로 운용되고 있음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해의 잠수함 탐지를 위한 SOSUS를 미국 해군과 

함께 오키나와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에는 국방분야 주도의 SOSUS는 감소 추세이며 민간 주도의 해저 

지진파 관측망 구축이 활발함. 예로, 캐나다의 Ocean Network, 

NEPTUNE, VENUS, 일본의 DONET, 유럽의 ESONET, FIXO3, 중국의 

ECSSOS, ESOMS 등이 있음. 이러한 민간 주도 해저 관측망은 원거리 신

호 탐지가 가능하므로 수중감시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주요 기술수준 비교 및 역량 분석

 지질재해 조기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케이블 관측 네트워크 기술 분

야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나라에는 캐나다, 미국, 일본,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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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가(유럽)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연구 

사업을 통해 자국 관할해역에 대한 해저지질재해 위험 요소의 실시간 

관측 및 조기경보 기술을 확보함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기술 분야 및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분야는 비교적 국내 기술역량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나 해저 통

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과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기술

은 기술, 예산 및 인력에 있어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표 2-1❯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역량수준

핵심기술군 기술명칭 국내 캐나다 일본 미국 유럽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

예산 3 4 5 5 4

인력 3 4 4 5 4

인프라 4 4 5 5 5

경험 3 5 4 5 5

평균 3.25 4.25 4.5 5 4.5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
파 관측 
기술

예산 1 5 5 4 3

인력 1 5 5 4 3

인프라 1 4 5 4 4

경험 1 5 5 5 4

평균 1 4.75 5 4.25 3.5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예산 0.5 5 4 4 4

인력 1 5 4 4 4

인프라 1 4 5 5 4

경험 0.5 5 5 4 4

평균 0.75 4.75 4.5 4.25 4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기술

예산 1 3 3 5 5

인력 1.5 4 3 5 4

인프라 1.5 4 4 5 4

경험 1 4 3 5 5

평균 1.25 3.75 3.25 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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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의 기술 수준 비교. 

❮ 그림 2-3❯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의 기술 수준 비교.  

❮ 그림 2-4❯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의 기술 수준 비교. 

❮ 그림 2-5❯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기술의 기술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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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시장동향   

1. 국내 시장동향

 민수분야

 해저 지진 관측 및 해저 재난 위험성 평가업무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국내 시장은 협소하므로 직접적인 시장 동향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해저 지질 재해와 관련한 사업이 증가하고 그

에 따른 수행 업체 및 기관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

음 

 특히 주요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해양 탐사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시장은 해양 자원 개발이나 연안 개발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음

 경상북도청의 “2017 스마트 해양장비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사업에 따르면 해저면 조사, 케이블/파이프라인 경

로 조사, 해양 조사의 국내 시장 규모가 약 1조 2000억원인 것으로 나

타남

 또한 해양관측 시스템별 시장규모 파악에 따르면 해저음향탐사 시스

템, 해양시스템 및 샘플러 등의 국내 규모는 약 1조 3300억원임

❮ 표 2-2❯ 해양 조사·탐사 장비산업 사업별 시장규모 

수로조사 해저면조사
항구

항만관리
준설작업

연안 석유 
및 가스탐사

케이블/파이
프라인 경로 

조사
해양조사

1조 2,086억원 5,040억원 4,098억원 221억원 4,911억원 361억원 6,632억원

* 출처: 2017 스마트 해양장비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경상북도청)

❮ 표 2-3❯ 해양 관측 시스템별 시장규모

위치결정시스템
해저 

음향탐사시스템
비음향 해양 

물리탐사 시스템
해양시스템 및 

샘플러
기타

6,792억원 9,744억원 4,956억원 3,599억원 8,244억원

* 출처: 2017 스마트 해양장비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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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해양 탐사장비 및 관측 시스템 제조업체 수는 몇 개에 불과하

며, 전체 해양 장비 및 시스템 국내 수요의 95%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장비 및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선진국에 비해 기

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세계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관련 기업체들의 투

자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

❮ 표 2-4❯ 2017년 해양산업 R&D 투자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년 평균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126 81 103.50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492 411 451.50

계 618 492 555

* 출처:  2017년도 해양수산기술 R&D 시행계획(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군수분야

 수중 방어 체계 개발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

게 진행되어 오면서 관련 산업체와 군수시장의 성장이 있었음

 수중 방어 체계는 항만감시체계 구축, 잠수함 탐지 체계, 음향 탐지 

체계 등의 다양한 체계 사업들과 이를 통한 능동소나, 예인 선배열 소

나, 탐지 센서 등 첨단 장비들의 개발이 이루어졌음

 초기 선행 핵심 기술 및 원천기술은 대부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

력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 제품의 양산에서는 방위 산업체

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체계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시스템이 생산 배치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수중 방어와 관련된 기술이나 사업은 철저한 보안에 의

해 기술력의 정략적 수치나 시장 규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수중 무선 통신 분야는 해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체계에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 분야로써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기업을 중심으

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상업화가 될 경우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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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시장동향

 민수분야

 UNESCO 산하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IOC)는 향후 기상예보와 같은 수준

의 해양예보를 구현하기 위하여 운용해양학에 기반한 전지구 해양관측

망(GOOS) 구축을 추진

 미국의 US IOOS, 유럽의 EuroGOOS, 지중해의 MedGOOS 등 지역해 프로

그램에서는 상시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이나 해상구조물을 

이용한 고정 플랫폼과 여객선, 화물선 등을 이용한 이동형 플랫폼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러한 영향으로 관측 플랫폼에 탑재할 고효율 저비용의 새로운 센서

와 장비 개발, 자료 관리와 자료동화기술, 예측·예보기술 개발을 위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해양관측망에 기반한 해양예보 시장은 연간 24억 달러

로 추정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8~2.2억 달러의 해양모니터

링 시스템 설치 운영 관련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관련 사업의 경제, 

사회 군사 및 과학적 측면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방대

 미국의 Edgetech, 프랑스의 SIG, 영국 GA 등에서 지층의 유물이나 위

험물을 찾기 위한 지층탐사기(sub-bottom profiler)를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으며, 해저지형을 탐사하기 위한 멀티빔 음향 측심기

(multi-beam ecosounder)의 경우 독일의 Wartsila Elac, 노르웨이의 

Kongsberg Simrad, 덴마크의 Teledyne Reson 등 몇 개의 업체에서 시

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해양 환경 관측 센서는 미국의 Seabird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캐나다의 RBR, 이탈리아의 Idronaut 등의 순

 연안환경조사에는 미국의 YSI, Hydrolab 등이 개발한 다목적 측정센서

가 시장을 독점

 2000년대 이후 초음파 항법시스템과 함께 관성센서(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융합하거나 도플러 속도센서(DVL, Doppler 

Velocity Log)를 이용한 복합항법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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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ROV와 AUV, 유인잠수정의 위치 측정 장비 개발 시장이 급격

이 커지고 있음

 군수분야

 수중방어 및 감시 시스템은 대부분 자국 해양에 침투세력을 방어·감

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의 공개가 제한적이며 시장역시 방산분

야로 제한적임

 수중방어체계는 과거 미국이 소련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대서양 및 

태평양 등 주요 해역에 대해 SOSUS 감시망을 구축하면서 발달하기 시

작

 이후 각국은 비밀리에 자국 해양에 대한 자체 SOSUS 개발하였고 주요 

군사적 요충지에 다양한 형태의 SOSUS를 구축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

되는 추세임 

 미 해군의 경우 갈수록 스텔스화되어 가는 수중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거리 음향탐지체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를 위해 저주파 능동 소나를 개발하고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하여 획득된 정보 융합을 통한 유기적인 작전 시스템으로 발전시킴

 최근에는 미국 Luna사와 미 해군 연구소(Office of Navl Research, 

ONR)가 광섬유 형상 및 위치감지 케이블을 사용하여 표적의 형상과 위

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배열 형상감지기술을 개발하여 수중 감시에 활

용 

제 3 절 수요분석 

1. 수요분석

 해저 지진 관측 및 해저 재난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조기 경보 시스템은 해저지질재해 발생시 국

민 모두에게 신속히 전달함에 그 목적이 있어 그 수요량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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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해저 지진 및 지질재해 정보의 신속 전달 의무가 있는 국민안전

처와 기상청은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기술 및 정보가 매우 중요함

 그 외 각 분야별 수요처는 다음과 같음

 지질재해 감시 분야

 원자력 발전소, 연안 주요 국가핵심시설, 해양 플랜트 등의 안전을 위

해 지질재해 감시 기술 필요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해저 지진 발생지역에 위치하는 개발도상

국들의 수요 예상

 해양환경 모니터링 분야

 수심측량, 해안선측량, 조류변화 관찰, 파도, 해류의 물리화학적 변화 

관찰 활동 등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일반적으로 음파를 송수신하는 트랜스듀서 및 다목적 센서를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

 해저 안정성 조사 분야

 해저면 상단에 위치한 물체(난파선, 유물, 잔해, 기타 정보 등)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파이프라인이나 케이블 매설 분야 등의 안정성 평가에 활용

 해저표층탐사기, 자력계, 스와스(swath) 음향측심 시스템, 사이드스캔 

소나, 싱글 빔 에코사운더 등의 장비 활용

 수심, 지형정보 등의 수집을 통하여 해저면의 지질공학적 특징 제공

 해양 자원 탐사 분야

 지구물리탐사 및 처리 기술은 해양 자원 탐사 분야에 활용 가능 

 신흥국 중심의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확

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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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3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1. 연구개발 목표 

  최종 목표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 기획 및 추진 방향 제시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을 통한 광대역 정밀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및 이를 이용한 해저면 저주파 분

산 센서망 탐지 기술 개발

❮ 그림 3-1❯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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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질재해 조기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 확보

해저 지진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 산사태, 화산폭발, 지진해일 등의 해저지질재해 위험 요

소 실시간 관측 및 신속한 전달, 조기 경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연안 및 주요 항만으로 국한되어 있던 감시체계의 원해로의 확장하여 장거리 수

중 감시체계 능력 강화

잠수함 및 수중 이동형 플랫폼의 위치 보정 및 군사적 정보교환 가능

수중소음 장기관측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동식별 가능 및 탐지성능 

예측 모델 정확도 향상

동해 고해상도 지층 모델 개발 기술 확보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원천 기술 확보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원거리 표적 탐지기술 확보

2. 기술로드맵(TRM)

현재 단기 중기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헌 및 자료 

조사

동해 고해상도 지층 모델 개발 기술 확보 및

해저면 복합지구물리 관측소 구축

광대역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사전기획 연구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요소기술 개발과 

설계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확보

저주파 

수신노드 탐지 

기술 개발

기술 검증 및

적용 확대 방안 제시

선행 기술 분석 

프로토타입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설치기술 확보

해저면 

관측기지 확충 

및 

실시간 자료 

획득기술 개발 

해저 관측 

네트워크 

운영기술 개발

복합 지구물리 자료 

품질평가 및 안정적 

자료확보 기술 개발

↓ ↓ ↓

개발 핵심 기술 

도출 및 사업 

추진 방안 제시

- 동해 북부, 서해 남/북부 등 3개 해저면 

관측기지 구축

- 해저관측망 실시간 운영기술개발  

- 해저지진/지질재해 요소 신호탐지체계 제시

-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원거리 표적 탐지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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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대상 및 범위  

1. 주요 핵심 소요 기술 도출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위해 필수적

인 주요 핵심 소요 기술을 선정하고 각 기술에 대한 국내외 현황 분석

 주요 핵심 기술로 ➊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 ➋ 광대역 해저 음

향/지진파 관측 기술, ➌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❹ 해저

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기술을 도출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 고해상도 지구물리 탐사 및 신
호처리 기술

◦ 3 차원 지형정보 가시화 기술 
◦ ICT 기반 지층 정보 구축 기술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 해저지질 재해 요소 특성 파악 
기술

◦ 해저 지음향 관측 복합 기술
◦ 고정밀 해저 지진파 관측 기술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 복합 해저 재해 / 환경 관측 시스
템 구축 기술

◦ 분산배열 수중센서 통신 기술
◦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기술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 원거리 다성분 OBS 탐사기술
◦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
지 기술

❮ 그림 3-2❯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의 주요 핵심 소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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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분할구조도(WBS)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
(Level I)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기술

 (Level II)

고해상도 

지구물리 

탐사 및 

신호처리 

기술

해저지질 

재해 요소 

특성 파악 

기술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기술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Level III)

3차원 

지형정보 

가시화 기술

해저 지음향 

관측 

복합 기술

분산배열 

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원거리 

다성분 OBS 

탐사 기술

ICT기반 

지층 정보 

구축 기술 

고정밀 해저 

지진파 관측 

기술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미래부 

개발기술

방사청

개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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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대상 및 세부내용

3-1. 소요기술 분석

연구개발 항목
(levelⅡ)

소요기술
(levelⅢ) 내  용 기술확보

여부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

고해상도 

지구물리 탐사 

및 신호처리 

기술

- 해양 정밀 탐사 기술

- 탄성파 자료 처리 기술 

일부확보

(70%)

3차원 지형정보 

가시화 기술

- 지형정보 가시화

- 해저면 정보 가시화

- 3차원 지질 모델링 구축

일부확보

(80%)

ICT기반 지층 

정보 구축 기술 

- 입출력 자료의 표준화 정립

- 해저 지질 및 지층 정보 관리

를 위한 ICT기반 지층 정보 

시스템 구축

일부확보

(70%)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해저지질 재해 

요소 특성 파악 

기술

- 해저지질 재해 요소 인지 향

상을 위한 속성 분석 기술

-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을 통

한 해저 단층 분포 및 기원 규

명 기술

일부확보

(30%)

해저 지음향 

관측 복합 기술

- 해저 음파전달 속도 관측 장

비의 고도화 및 정밀도 향상

- 저주파 대역 지음향 관측 기

술 개발

- 현장 음파 감쇠 측정 기술 개

발

일부확보

(40%)

고정밀 해저 

지진파 관측 

기술

- 장기(>6개월) 해저면 지진  관

측 장비 개발 및 운용

- 해저 지진 다발 지역 관측 자

료 획득, 분석

- 원거리 지진 신호 추출 기법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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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항목
(levelⅡ)

소요기술
(levelⅢ) 내  용 기술확보

여부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기술

- 고정밀 수중 음향 관측 센서 

및 해저면 지진계 설치

-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

스템 프로토타입 설계 및 제작

-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

스템 구축 방안 제시

일부확보

(20%)

분산배열수중센

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 저주파 벡터센서 수중음향통

신기법 최적화 연구

- 분산 벡터센서 통신망 구축

일부확보

(40%)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 네트워크 구성 시나리오 및 

자료와 전원 관리 기술 

- 해저 관측 시스템 작동 여부

의 실시간 감시 기술

- 관측 자료 DB화 및 디스플레

이 기술

일부확보

(30%)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기술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 해저면 저주파수 수중소음 장

기관측 

- 수중소음 특성 분석 및 DB 구

축

일부확보

(50%)

원거리 다성분 

OBS 탐사 기술

- 원거리 신호 분석을 통한 천

부/심부 속도 특성 규명 

- 원거리 P파 및 S파 특성 분석

일부확보

(50%)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 해저면 분산 벡터센서의 수중

표적 탐지기술

일부확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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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

  기술 개요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은 해저의 지층을 통해 전달되는 음향 

및 지진파의 정확한 관측 및 위치 탐지를 위해 지구물리학적 방법

을 활용하여 정교한 지층모델을 개발하는 기술임. 해당 기술은 고

해상도 지구물리 탐사 및 신호처리 기술, 해저면 정보를 이용한 3

차원 지형정보 가시화 기술, 그리고 이들 결과들을 통합 관리하는 

ICT기반 지층 정보 구축 기술로 구성됨

 고해상도 지구물리 탐사 및 신호처리 기술 

 해양 정밀 탐사 기술

- 탄성파 탐사에 사용되는 음원의 경우 파악하고자 하는 지층의 심도

에 따라 1) 심부에 발달한 대규모 지구조 특성 파악을 위한 심부지

층 탐사용 2차원 및 3차원 저주파 지층탐사와 2) 천부에 발달한 정

밀 구조 해석을 위한 고해상도 2차원 및 3차원 고주파대역 지층탐

사로 구분됨

- 탄성파 탐사에 사용되는 수진기의 경우 수평 해상도가 낮지만 취득

단계에서 해석이 가능한 주시단면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 단채널 

탄성파 탐사방법과 탐사 후 복잡한 전산처리 과정을 거쳐 수평 해

상도가 높은 주시단면도 제작이 가능한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방법

으로 구분 됨

- 또한 해상도에 따라 일반적인 2D/3D 탐사와 초고해상도(Ultra high 

resolution) 3차원 탐사, 천부가스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의 P파 

산란 요소에 의해 일반적인 탄성파 탐사 방법으로 지층 영상화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S파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OBC, 심부 

지구조 및 단층대 규명을 위한 OBS 탐사 등의 특수 탄성파 탐사로 

구분됨(그림 3-3)

-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천부 및 심부의 2D/3D 

탐사와 OBS 등의 특수 탄성파 탐사를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종합적

인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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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고해상도 지층 모델 개발을 위한 지구물리 탐사 기술.

 탄성파 자료 처리 기술

- 단채널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기술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필터와 이

득 조정을 통해 주시단면을 생성하고 추가적으로 점보정 및 진폭 

보정 후 복합 디컨볼루션을 수행하여 신호대 잡음비가 향상된 주시 

단면을 제작하는 기술임

-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기술은 일반적인 중합 단면도 제작

을 위한 전산처리 후 복잡한 구조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해저단층

의 영상화를 위한 구조보정 기술 및 천부 다중반사파를 제거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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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a) 단채널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작업 흐름도. (b) 단채널 탄성파 

자료의 원시 단면 예시. (c) 자료처리 후 신호 대 잡음비가 향상된 단면도 예시.

❮ 그림 3-5❯ (a)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작업 흐름도 예시. (b) 기본 

전산처리 후 중합 단면도 예시. (c) 구조보정 후 품질이 향상된 단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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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지형정보 가시화 기술

 지형정보 가시화 

- 3차원 지형 모델링: 2차원 형태의 grid 자료구조에 높이정보를 가

지고 있는 Height Map을 저장하여 지형 표현하는 기술임. 2차원 

grid는 지형을 표현하는 Mesh data의 자료구조로 각 그리드는 cell

로 구성하여 각각의 cell은 3차원 vertex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

를 Height Map을 통해서 구함

❮ 그림 3-6❯ 3차원 지형 모델링 개념.

- 3차원 지형 렌더링: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씬그래프 기반의 3

차원 지형 렌더링 모듈을 이용하여 대용량 모델 렌더링 시 메모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LOD (Level of Details) 지형 렌더링을 최적화

하는 기술

❮ 그림 3-7❯ 렌더링 속도 향상과 메모리 효율성을 

고려한 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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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면 정보 가시화

- 정밀해저지형 모델과 음향영상지도의 병합을 통해 해저면의 속성정

보를 가시화하여 지형변화에 따른 해저면 특성(hardness, 

roughness, sediment type)을 분류하는 기술

. 

❮ 그림 3-8❯ 음압강도 변화에 따른 해저면 속성분류 개념도.

 3차원 지질 모델링 구축

- 해저면 정보, 지층 정보, 단층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저구조물 정

보에 대한 지질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 그림 3-9❯ 3차원 해저면 및 해저단층 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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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기반 지층 정보 구축 기술 

 해저 지구 물리 및 지질 탐사에서 획득한 모든 원시 및 가공 자료

에 대한 생산자와 사용자간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 지질ㆍ

지층 정보 시스템 구축 기술

- 해저 지구 물리 및 지질 탐사에서는 해저 지층, 지구조, 퇴적물 특

성 등 다양한 자료들이 생산되고 이들 자료를 해양 관련 산업, 지

질재해 발생 요인 파악, 해저 자원 개발 분야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

- 이러한 시스템은 ICT 기반 플렛폼의 형태로 구성되어 생산자와 사

용자간 원할한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함

 ICT기반 양방향 통신 플랫폼을 통한 타부처 및 타기관 생산 자료의 

연계 및 정보교환, 빅데이터 분석 

- ICT기반 양방향 통신 플랫폼의 통합 지질ㆍ지층 정보 시스템이 구

축되면 타부처 및 타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의 자유로운 연계 및 정

보교환을 통해 동일 지역 및 항목에 대한 중복 탐사를 방지하고 자

료의 검증 가능

 3차원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하여 다중빔, 시추,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공간데이터 및 지질 모델 구축

 해저사태, 해저단층, 쓰나미 등 지질재해 발생 요인 및 영향 평가

를 위한 시뮬레이터 제작 및 모델링 

    출처: 데이터 센터

❮ 그림 3-10❯ ICT기반 지층 정보 구축 시스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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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해양지층 탐사에서 획득되는 대표적인 자료 종류

❮ 그림 3-11❯ ICT기반 지층 정보 구축 시스템 개요.

자료 종류 파일 포맷

 물리탐사 자료

Ÿ Air gun 탄성파 탐사자료

Ÿ Chirp 고주파 천부지층 탐사 자료

Ÿ Sparker 저주파 천부지층 탐사 자료

Ÿ Multibeam 정밀 수심자료

Ÿ OBS (Ocean Botton Siesmic) 자료

 퇴적물 분석 자료
Ÿ 입도, 밀도, 공극률, 속도, 온도  

Ÿ 주상시료의 이미지, 주상도 

 관측 자료
Ÿ 수중음파, 해저지진파 

Ÿ 수온, 염분, 밀도, 해류, 유속,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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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기술 개요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은 해저지질 재해 요소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의 지음향 측정을 통한 해저에서 발생 또는 해저 지

층을 통해 전달되는 음향 및 지진파를 정밀 관측하는 기술임. 해당 

기술은 해저 지질 재해 요소 특성 파악 기술, 해저 지음향 관측 복

합 기술, 고정밀 해저 지진파 관측 기술로 구성됨

 해저 지질 재해 요소 특성 파악 기술

 해저 지질 재해요소 인지 향상을 위한 탄성파 속성 분석 기술

- 해저 지질 재해요소 인지 향상을 위한 탄성파 속성 분석 기술은 지

층의 불연속성 인지에 좋은 결과를 보이는 트레이스별 연속성을 수

치화할 수 있는 일관성(Coherency) 및 유사도(similarity)등의 속

성과 전통적인 탄성파 속성분석 결과를 인공지능과 접목시켜 해저

단층에 민감한 속성을 도출하는 기술임

❮ 그림 3-12❯ 탄성파 볼륨에 신경망 단층 속성을 오버랩한 결과 예시(Kluesner and
Brothers, 2016).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을 통한 해저 단층 분포 및 기원 규명 기술

- 해저단층의 분포 및 기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저 지층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탄성파 자료를 포함하는 지구물리자료가 주로 

활용됨

- 2D 탄성파 자료를 활용한 단층 해석은 광역적인 연구지역을 대상으

로 해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각 탐사단면 간 거리가 길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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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3D 탄성파 자료의 경우 연구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단층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자료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커서 국지적인 지역을 대상

으로 수행함

- 기존 해저단층 연구 방법의 경우 간접적인 자료인 지구물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단층의 발달시기, 지구조적 환경의 변화, 육상단층과

의 연계성 규명 등에 제한점이 존재함

- 또한 단층의 발달시기를 추정하는 방법만으로는 최근 발생하는 지

진과 연관된 활성단층을 찾고 해저 지질재해 요소를 규명하는데 제

한점이 존재함

- 본 연구의 해저단층 맵핑 기술은 (1) 지구물리자료의 해석을 통해 

정량적 해저단층 맵핑 기술을 개발하고, (2) 광역적인 해저단층의 

분포 및 특성, 발달 형태를 파악하는 기술임. 또한 (3) 해저 단층 

맵핑 결과와 해양의 미소지진 분석의 결합을 통해 해저 단층의 현

재 활성도를 평가하는 기술을 포함함

❮ 그림 3-13❯ 미국 서부해안 단층대 맵핑의 지표기반 음향관측 시스템 

관측 결과(좌) 및 수증음향관측 기반 관측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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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지음향 관측 복합 기술 

 해저 지음향 특성(속도 및 감쇠) 중 속도의 경우 온도 및 압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해저 퇴적층의 특성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짐. 따라서 지음향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및 실험실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해석해야 함

 특히 우리나라 연안 니질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천부가스

나 울릉분지 해저 지층에 분포하고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속도

자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따라서 해저 지층에 대한 지음향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는 현장 및 실험실의 지음향 특성을 동시에 측정하여 상호 비교 및 

보완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함

 현장 지음향 특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최근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에서 프로토 타입으로 개발한 KISAP (KIGAM Seafloor 

Acoustic Probe)이 있고 이를 이용 2000미터 이상의 수심을 가지는 

울릉분지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음

(Kim et al., 2017). 향후 고해상의 자료 취득과 더불어 해저 지층

의 온도자료와 수직 측정 방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개선된 버전의 KISAP을 제작할 계획

 이외에도 KISAP을 이용하여 취득할 수 없는 최상부층의 지음향 특

성을 수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현장속도측정 장비 

개발 필요

 실험실에서의 속도 및 감쇠 측정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속도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실험실 속도값은 KISAP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현장 조건으로 보정하고 이를 현장자료와 비

교하여 최종적인 지음향 모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현장 및 실험실의 속도 측정은 First arrival picking 및 

cross-correlation 방법을 이용하며, 감쇠는 진폭감쇠 및 spectral 

ratio 방법을 적용함. 속도 및 감쇠는 주파수 대역별로 측정하여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이용. 감쇠계산을 위한 비교 파형은 해

수 및 증류수를 표준 신호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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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발된 현장 지음향 관측 장비 KISAP은 피스톤 코어러의 코어 

배럴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신기를 부착하여 운용할 수 있게 제작되

어 있음

❮ 그림 3-14❯ KISAP 모식도 및 실제 현장에서 취득한 음향 신호.

 실험실 속도 측정 시스템은 실험실에서 퇴적물 샘플에 대한 속도 

및 감쇠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주파수에서 속도값 

및 감쇠의 측정이 가능함

❮ 그림 3-15❯ 실험실 속도 및 음파감쇠 측정장치, 취득 음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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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밀 해저 지진파 관측 기술 

 장기(>6개월) 해저면 지진 관측 장비 개발 및 운용 기술

- 연구 지역의 어업 환경, 해양 조건에 따라 특화된 해저 지진 관측 

장비 설계 및 제작 

- 해저 지진 관측 장비 설치 및 회수 기술 개발 

- 최소 6개월 이상 해저지진계 운용을 통한 연구 지역에 대한 지진파 

신호 특성 도출 및 지질 구조 연구용 자료 취득 

❮ 그림 3-16❯ 장기 해저면 지진 관측 장비 모식도.

 해저 지진 다발 지역 관측 자료 획득 및 분석

- 각종 해양/해저 지진파 신호 특성 연구

- 근거리 해저 지진 신호 식별 및 추출 기법 연구

- 기존 육상 관측망 자료와의 통합 분석을 통한 정밀 진원 위치 결정

 원거리지진 신호 추출 기법

- 해양 잡음 제거를 통한 획득 자료 신호 잡음비 개선

- 원거리 지진파 신호 추출 및 전파 경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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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기술 개요

 해저에서 발생하는 음향/지진파의 실시간 관측, 통신 및 시스템 매

니지먼트 기능을 갖춘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임. 해당 기술은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기술, 

분산배열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

트 기술로 구성됨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기술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 해저산사태, 쓰나미, 해저화산, 퇴적층 

가스분출 등의 지질 재해 위험 요소와 수층과 지층에 통해 전달되

는 인공음원의 탐지를 위한 복합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

술 

- 일반적으로 해저 관측 및 신호 전달 네트워크 기술은 해저 지진계

를 포함한 해저에 설치된 광대역 센서와 이들 센서에서 수신된 자

료를 지상 관측소로 전달하는 네크워크로 구성되며, 자료의 전달은 

케이블, 수중통신, Wave Glider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로 이루어

짐

 

❮ 그림 3-17❯ 해저 통합 관측 및 신호 전달 네트워크 기술 모식도.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프로토타입 설계 및 제작

-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은 해저면 센서 모듈ㆍ수중 통신 

모듈ㆍ데이터 통신 모듈로 구성

- 해저면 센서 모듈에는 다성분 광대역 속도센서, 가속도계, 압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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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음향 센서와 유속계, 온도센서 등 해양환경 관측 센서 장착

- 수중 통신 모듈에는 최적 분산형 벡터센서 통신망 제작/설치 

- 데이터 통신 모듈은 관측 시스템과 육상기지 간 실시간 자료전송 

및 장애제어를 위한 무선 데이터 통신과 관측소 운영상태 모니터링

을 위한 감시망 구축

❮ 표 3-2❯ Ocean Networks Canada에서 추천하는 해양환경 관측시스템에 필요한 센서

Measurement Type 
Instrument 

Type 
Need Location 

Seafloor deformation High resolution 
tilt, pressure 

Seafloor 
deformation 
measurement 

before/during/aft
er extraction 

Near field sites 

Near bottom currents 
(benthic) ADCP 

Determination of 
direction/speed 

of transport 
Primary node 

Near bottom currents (upto 
100 m from bottom) ADCP 

Determination of 
direction/speed 

of transport 
Primary node 

Bubble phase methane Scanning sonar 

Release of 
methane bubbles 

into water 
column 

Primary node 

Dissolved methane Methane sensor 

Detect/quantify 
dissolved 

changes in 
methane 

Near field sites, 
far field sites 

Dissolved CO2 CO2  sensor 
Detect/quantify 

changes in 
dissolved CO2 

Near field sites 

Dissolved O2 O2  sensor 
Detect/quantify 

changes in 
dissolved O2  

Near field sites 

pH pH sensor Quantify pH Near field sites 

Suspended sediments Turbidity 

Detect/quantify 
changes in 
suspended 
sediments 

Near field sites, 
far field sites 

Water properties CTD 
Detect/quantify 

changes in water 
properties 

Near field sites, 
far field sites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실시간 관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 해저 관측 장비까지의 전

력공급 방안, 2) 관측 자료의 실시간 자료 전송 방안의 2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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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상기의 핵심 운영기술의 적용 방법에 따라 해저 광케이블 방식과 

해양 독립형 관측소 구축 방식을 적용 할 수 있음

- 해저 광케이블 방식의 경우 지상 관측소로부터 해저 관측 센서까지 

케이블이 연결되어 전력의 공급 및 자료의 전송이 원활하지만 두 

지점의 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초기 설치비용이 증가하며, 어업활동

에 따른 케이블 단선의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른 유지 보수에 추가

적인 높은 비용이 발생함

- 해양 독립형 관측소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독립된 전기

를 생산하고 해상-육상 간 무선통신을 통해 관측 자료를 실시간 전

송. 초기 설치비용이 낮으나, 해양폭풍, 태풍 등의 극심한 해양환

경에 노출되어 있어 파손의 위험이 높음

- 이러한 운영기술 및 적용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적용 가능한 

기술 도출을 통해 최적의 해저 관측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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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배열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분산배열 수중센서의 수중통신 활용을 위한 해역의 시공간적 해양

환경 변동성에 의한 통신성능 변동 특성 분석 선행

 벡터센서 수중음향 통신기법 최적화 기술 개발

- 분산형 통신망 운용해역의 시공간 환경 변동에도 강인하도록 최적

화를 하는 기술로 해저에 매설된 벡터센서 노드인 고정형 센서와 

잠수함, UUV, Wave Glider 등과 같은 이동형 센서간의 통신 최적화

를 위한 기술 개발 

 분산형 벡터센서 통신망 구축기술을 통해 설치해역에 적합한 최적

의 분산형 벡터센서 통신망 설계

 분산형 벡터센서를 이용한 신뢰성 향상기법 개발

 기술 검증을 위한 해저면 벡터 음향 측정기 제작 및 해상실험 수행

❮ 그림 3-18❯ 분산배열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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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네트워크 구성 시나리오 및 자료와 전원 관리 기술

Ÿ 관측 지역 및 상황별 네트워크 시스템의 배치 시나리오 개발

- 항해, 어업활동, 해저케이블에 의한 제한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 수심, 해류, 기상, 해저지형 등의 자연적인 조건에 의한 다양한 

시나리오 작성 

- 관측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점, 선, 면, 공간 등의 시스템 배치 

시나리오 작성

Ÿ 전원 장치에 따른 각종 센서의 자료 저장 및 전송 시나리오 개

발

- 기간별(단기, 중기, 장기) 전원 장치의 종류 및 배치, 전원 공

급 형식에 따른 저장 및 전송 시나리오 작성 

- 각종 센서의 자료 저장 및 전송 주기별 시나리오 작성

Ÿ 네트워크 시스템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각종 센서들의 다양한 전원 공급 시나리오의 수치모델 검증 

- 실제 관측 자료와 시나리오 민감도 향상에 의한 시뮬레이션 기

술 향상   

❮ 그림 3-19❯ 네트워크 구성 시나리오 및 자료와 전원 관리 개념도.

 해저 관측 시스템 작동 여부의 실시간 감시 기술

Ÿ 배경 값에 대한 이상 값의 실시간 탐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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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지역별 배경 값 자료 조사 및 설정

- 이상 값의 확률적 통계 및 설정

- 배경 값에 대한 이상 값의 범위 설정 및 시스템 적용

Ÿ 자료 저장과 전송 및 전원 장치 원격 관리 기술

-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저장 및 전송 주기의 원격 관리 기술

- 전원 장치 관리를 위한 자료 저장 및 전송 주기의 원격 관리 기

술

Ÿ 각종 센서의 미작동 및 오작동 감시 기술

-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센서의 미작동 및 오작동 인

지를 위한 감시 기술

 관측 자료 DB화 및 디스플레이 기술

Ÿ 실시간 전송 자료의 디스플레이 기술

-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전송 자료의 선정과 위기 상황

별 실시간 전송 자료 변환 기술

- 실시간 전송 자료의 디스플레이 및 위기 탐지 알림 기술 

Ÿ 관측 및 저장 자료의 시간 동기화 기술

- 네트쿼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센서들의 자료 DB화를 위한 

시간 동기화 기술

Ÿ 통합 자료의 최적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관리 기술

-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에 따른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 실시간 통신 자료와 기간별 백업 자료의 통합 자료 관리 기술

❮ 그림 3-20❯ 해저 관측 네트워크 및 관리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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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기술

  기술 개요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기술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수중 소

음의 필터링과 저주파 수신노드 및 다성분 센서, 원거리 저주파 신

호분석을 통해 해양의 인공음원에 대한 원거리 탐지를 위한 기술

임. 해당 기술은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원거리 다성

분 OBS 탐사 기술,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로 구성됨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은 잠수함과 같은 수중표적 탐지

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수중소음을 장기관측 및 분석하는 기술임

 수중센서 운용해역에서 관측된 수중소음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관측된 음향신호로부터 수중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해상상

태, 풍속, 강우, 지진, 주변 항행선박 등)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중표적 및 소음원의 

자동 식별 가능성을 연구

 수중소음 자료의 소음원별 시/공간적인 통계적 특성 분석 수행

❮ 그림 3-21❯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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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다성분 OBS 탐사 기술 

 다성분 해저면 탄성파(OBS; Ocean-bottom Seismic) 탐사 기술 개발

- 다성분(multicomponent) 해저면 탄성파(OBS) 탐사 기술이란 3성분 

지오폰(geophone) 또는 3성분 지오폰과 하이드로폰(hydrophone)으

로 이루어진 4성분 센서가 장착된 수진기(다성분)를 해저면 바닥에 

설치하여 인공/자연 발생 탄성파를 기록하여 매질의 속도 정보 및 

물성 구조를 도출하는 탐사 기술임

- 해저면 탄성파(OBS) 탐사는 기록하는 장비의 형태 및 사용 수심에 

따라 해저면 노드(Ocean-bottom Node, OBN), 해저면 케이블 

(Ocean-bottom Cable, OBC) 및 해저면 지진계(Ocean-bottom 

Seismometer, OBS) 탐사로 구분됨

❮ 그림 3-22❯ 해저면 탐사 장비 형태에 따른 OBS 탐사 종류.

 원거리 저주파 신호 분석을 통한 천부/심부 속도 특성 규명 기술

- OBN이나 OBS의 경우 해저면 배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임의 영역 설

치를 통한 원거리(long offset)-광방위각(wide-azimuth) 탐지가 가

능하며 이를 능동적 탐사에 활용할 경우 심부 지구조 또는 천부/심

부 매질의 속도 규명이 가능함. 대용량 음원으로부터 발생하여 다

양한 경로를 진행하고 돌아오는 심부 저주파 탄성파를 기록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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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탄성파 토모그래피(tomography) 또는 주시역산(traveltime 

inversion)을 통해 심도와 속도를 도출하는 기술임

❮ 그림 3-23❯ 해저면 원거리 탄성파 탐지 및 분석 기술.

 원거리 P파 및 S파 특성 분석 기술

- 3성분 지진계(geophone)와 하이드로폰(hydrophone)이 장착된 다성

분 해저면 탄성파 탐사장비(OBC/OBS/OBN)를 광역 3차원으로 배열하

여 수진되는 P파 및 S파를 분석하여 매질의 영상화, 속도 분포(P파 

및 S파)를 도출하는 기술. S파의 복굴절(birefringence) 현상을 활

용하면 국지적 균열대 또는 광역적 단층대 분포를 도출할 수 있음

(a) (b) (c) 

❮ 그림 3-24❯ (a) S파 복굴절 현상을 이용한 3차원 균열대 규명 기술, (b) 입사각별 S파 

주시 변화 및 (c) Vs fast 및 Vs slow의 차이와 방향을 이용하여 제작한 균열대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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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해저면과 해저지층을 통해서 전파되는 수중표적의 저주파 신호를 

해저에 설치된 다수개의 분산형 벡터 센서망을 이용하여 탐지하는 

기술

 센서망에 수신된 신호의 빔 형성을 통해서 장거리 탐지가 가능

 해저지층을 통하여 전파되는 신호는 수층을 통하여 전파되는 신호

보다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므로, 조기에 표적 탐지가 가능

 지층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감쇠가 크기 때문에 다수의 수신기에 

탐지된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대 잡음비 증가

 탐지기술의 검증을 위해 해저면 벡터 음향측정기를 설계/제작 및 

해상실험 수행. 개발된 알고리즘의 검증/보완

❮ 그림 3-25❯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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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요기술현황 및 확보방안

연구개발 
항목

(levelⅡ)

소요기술
(levelⅢ) 국내기술수준 선진국 수준 기술확보방안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

고해상도 

지구물리 

탐사 및 

신호처리 

기술

- 자원 개발 분

야 탐사 및 

신호 처리 기

술 확보

(약 7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90%

일본 80%

유럽 100%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확보

3차원 

지형정보 

가시화 기술

- 수로 및 해저

지형 조사를 

통해 높은 기

술력 보유

(약 8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90%

일본 70%

유럽 10%

국제공동연구 

및 교육을 

통한 기술 

확보

ICT기반 지층 

정보 구축 

기술 

- 지질정보 DB

화를 통해 해

당 기술 일부 

확보

(약 70% 수준)

미국 90%

캐나다 80%

일본 70%

유럽 90%

IT

전문기관과의 

융합 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해저단층/해

저산사태 

특성 파악 

기술

- 일부 확보

(약 30% 수준)

미국 90%

캐나다 100%

일본 90%

유럽 90%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도입

해저 지음향 

관측 복합 

기술

- 일부 확보

(약 40% 수준)

미국 100%

(ONR, NRL)

미국의 ONR

및 NRL과 

공동 협력 

추진

고정밀 해저 

지진파 관측 

기술

- 천해/근해에

서의  해저관

측 기술 개발 

단계 

(개발 단계)

미국 100%

캐나다 100%

일본 90%

유럽 90%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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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항목

(levelⅡ)

소요기술
(levelⅢ) 국내기술수준 선진국 수준 기술확보방안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기술

- 일부 확보

(약 2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100%

일본 90%

유럽 90%

일부 독자개발 

및 일본 

JAMSTEC과 

협력 추진

분산배열수중

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 수중통신/탐

지특화센터를 

통해 일부 기

술 확보

(약 4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100%

일본 90%

유럽 90%

일부 독자개발 

및 산학연 

협력기초연구

를 통한 기술 

확보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 일부 확보

(약 30% 수준)

캐나다 100%

(Ocean

Networks

Canada)

독자적인 

시나리오 개발 

및 국제공동 

연구를 통한 

최적화 검증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기술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 일부 확보

(약 50% 수준)

미국 100%

(ONR, NRL)

자체 기술 

확보 및 일부 

산학연 협력 

으로 실용화

원거리 

다성분 OBS

탐사 기술

- 자체 해저면 

지진계 탐사

시스템 구축 

/ 소규모 다

성분 OBC 탐

사시스템 구

축 및 탐사기

술 확보

(약 50% 수준)

미국 100%

캐나다 80%

일본 90%

유럽 90%

탐사장비 

확충하여 광역 

2D/국지적 3D

물성도 및 

이방성 영상화 

기술 수립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 일부 확보

(약 30% 수준)

미국 100%

(ONR, NRL)

국내에서 

기개발된 

벡터센서 

신호처리기법 

연구 활용,

실용화 단계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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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

  동해 해저 지질재해 관측 연구 지역 선정

기존 광역 조사로 부터 도출된 육상 지질구조선의 해양 연장부 및 해

저단층 발달 가능지역, 해저 산사태 분포해역을 정밀 연구 대상지역으

로 선정 

해저지질재해 유형을 고려하여 3개 정밀 연구 지역 선정(그림 3-??)

- A지역: 다수의 해저단층선이 분포하며, 한반도 남동부의 주요 지질 구

조선인 양상단층의 해양 연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 B지역: 사면 경사가 심한 동해 남부 대륙사면으로 비교적 다수의 대규

모 해저 산사태 발생이 확인된 지역

- C지역: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수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고, 표층까지 발

달한 활성단층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정밀 연구지역의 지질재재 관측 최적지를 선정

❮ 그림 3-26❯ 동해 해저 지질재해 관측 예상 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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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지역 지구물리 탐사 수행

연구 지역에 대한 정밀 해저지형 탐사 수행(멀티빔 탐사)

연구 지역 대상에 따른 선별적 고해상도 지구물리탐사(2D/3D/OBS)

수행 

획득한 지구물리자료에 대한 최적 자료처리 기법 개발 및 해석

  심부 시추 코어 획득 

정밀 지구물리탐사를 통한 심부 시추 지점 선정(조사 구역별 2지점, 총 

6지점)

선정 된 시추 지점에서 심부 시추 수행(조사 구역별 100 m 급 2공, 총 

6공)

심부 시추 코어에 대해 퇴적물 미세물성 특성(속도/감쇠, 밀도, 공극률,

전단응력 등), 고해상 지질특성(입도, 암상특성, 퇴적물 성분 분석 등),

해저산사태 기인 고해상 퇴적구조(층서, 미세 퇴적구조, 퇴적률 등), 해

저산사태 지역 퇴적물의 역학특성(압밀, 전단, 압축 및 투수, 지지력,

공극수압 및 유동특성 등) 분석 및 해석 수행

퇴적층 및 단층 연대 추정을 위해 심부 시추 코어로부터 퇴적물 연대 

분석(OSL, AMS 등)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지체구조 파악 및 고해상도 지층 음전달 모델 제작을 위한 정밀 지구

물리 탐사, 탄성파 자료처리 기술 개발

 지형 및 해저면 정보 가시화를 통한 3차원 지질 모델링 구축

 자료의 표준화 정립 및 ICT기반 지층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개발

 수중에서 발생하는 인공음향(잠수함)과 자연음향(해저지진, 해저산사태,

화산폭발)에 대한 광대역 해저 음향 관측 및 신호 처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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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단층/해저산사태 특성 파악을 위한 해저 음향/지진파 자료처리 및 

재해요소 인지 향상을 위한 속성 분석 기술 개발

 해저 음파전달 속도 관측 장비의 고도화 및 정밀도 향상을 통한 저주

파 대역 지음향 및 현장 음파 감쇠 관측 기술 개발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해저 광대역 센서 및 케이블을 통한 수중·해저 통합 관측, 케이블·수중

통신·Wave Glider·위성을 통한 스마트 다성분 신호 전달 네트워크 시

험 구축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프로토 타입 설계 및 제작

 분산 배열 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개발을 통한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

간 관측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 기술 개발

 해저면 저주파수 수중소음 장기관측을 통한 수중소음 특성 분석 및 

DB 구축

 저주파 원거리 신호 분석을 통한 심부 지구조 분석, S파 탐지 및 이방

성 분석

 저주파 수신노드를 활용한 수중표적 탐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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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참여부처별 역할분담 방안

1. 참여부처별 역할 분담(안)

부처명
역할 분담(안)

참여범위 결과 활용 방안

미래창조과

학부

- 동해 고해상도 지층 모델 

개발 기술 개발

-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원천 기술 개발

-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 동해 지질재해위험요소(지

진, 해저산사태, 쓰나미) 감

시 및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고도화

- 해저 지진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대규모 지진 발

생 가능성 예측

- 관련 기술 및 자료의 기상

청 및 국방부 제공

- 해저지진정보 실시간 대국

민 제공

방위사업청

- 분산배열수중센서 활용 수

중통신 기술 개발

-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

링 기술 개발

-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개발

- 원해의 분산 벡터센서 통신

망 구축

- 저주파 수중소음 데이터베

이스 확보

- 표적 탐지 능력 증대

- 수중 감시체계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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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7❯ 개발 기술 모식도 및 부처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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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개발 완료 후 성과활용 계획 

1. 민간분야 

 동해 고해상도 지층 모델 

- 동해 정밀 지구물리탐사 원시 자료 제공

- 지층 구조도 및 지층 음전달 특성 제공

- 3차원 정밀 지형 정보 및 이를 이용한 해양환경특성 연구 및 자원개

발 분야에 활용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 동해 퇴적물 현장 지음향 및 속성 자료 생성, 해군 정보 체계에 활용 

- 해저단층/해저산사태 특성 파악, 정밀 해저 지진 발생 분포도 제시

- 향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에 활용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

-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관 관측 네트워크 시험 구축을 통한 해저 음향

/지진파 실시간 정보 제공 

- 복합 센서 개발 및 군수 분야 활용 방안 제시

- 해양환경특성 자료 실시간 확보 및 제공

2. 국방분야 

 분산배열 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 분산형 수중음향 벡터센서 통신망 S/W

- 고정형/이동형 센서 간의 통신 성능 분석 보고서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 설치해역의 저주파수 수중소음 장기관측 분석 결과 보고서

- 설치해역의 저주파수 장기관측 데이터베이스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 해저면 벡터 음향 측정기 H/W

- 분산 벡터센서의 표적탐지 해상실험 결과보고서



제4장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제1절 사업기간

제2절 소요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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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제 1 절 사업기간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5년간)

제 2 절 소요예산 

  소요 인력

구분 ’19 ’20 ’21 ’22 ’23 소계

책임급 9 9 9 9 9 45

선임급 9 9 9 9 9 45

원 급 11 11 12 12 12 58

합계 29 29 30 30 30 148

  연도별 총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항목 ’19 ’20 ’21 ’22 ’23 소계

부

처

별

미래부 4,600 5,500 5,500 5,500 4,600 25,700

방위사업청 1,900 2,000 2,000 1,600 900 8,400

합계 6,500 7,500 7,500 7,100 5,500 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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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기술별 총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소요기술 ’19 ’20 ’21 ’22 ’23 소계

•고해상도 지층

모델 개발 기술
1,500 1,500 1,500 1,500 800 6,800

미래부 1,500 1,500 1,500 1,500 800 6,800

방위사업청 0 0 0 0 0 0
•광대역 해저 음

향/지진파 관

측 기술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미래부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방위사업청 0 0 0 0 0 0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2,100 3,100 3,100 3,000 2,300 13,600

미래부 1,100 2,000 2,000 2,000 1,800 8,900

방위사업청 1,000 1,100 1,100 1,000 500 4,700
•원거리 탐지 기

술
1,400 1,400 1,400 1,100 900 6,200

미래부 500 500 500 500 500 2,500

방위사업청 900 900 900 600 400 3,700

합계 6,500 7,500 7,500 7,100 5,500 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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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연도별 소요예산 

 2019년 (4,6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내부인건비: 70,000,000 원 × 20인 × 40% = 560,000,000원

- 외부인건비: 60,000,000 원 × 3인 = 180,000,000 원
740

연구장비/

재료비

- 해저면지진계: 400,000,000 원 × 3 식 = 1,200,000,000 원

- 음향센서: 50,000,000 원 × 10 식 = 500,000,000 원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40 백만 원/종 × 2종 = 80,000,000 원

- WellCAD 시추주상도 소프트웨어: 

  5 백만 원/종 x 2종 = 10,000,000 원

- 소프트웨어 모듈추가: 15 백만 원/모듈 × 2개  = 30,000,000 원

- 컴퓨터 관련 소모품 및 기타 자료 분석 관련 재료비: 

  20,000,000 원 

1,840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6,000,000 원

- 사무용품: 6,000,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00,000 원

- 전문가 활용비: 500,000 원/인 × 20인 = 10,000,000 원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 

  5,000,000 원/회 × 2회 = 10,000,000 원

- 탐사선 유류비: 7,000,000 원/일 × 30일 = 210,000,000 원

- 탐사장비 사용료: 5,000,000 원/일 × 30일 = 150,000,000 원

- 탐사선 사용료: 2,000,000 원/일 × 30일 = 60,000,000 원

- 기타 선박 운영 비용 (장비 운송료 등): 6,000,000 원

- 위탁연구1(복합 해저면 관측 시스템 설계): 

- 200,000,000 원/년 × 1회 = 200,000,000 원

- 위탁연구2(현장 음향 관측 장비 제작): 

  200,000,000 원/년 × 1회 = 200,000,000 원

- 위탁연구3(자료 통합, 뷰어 시스템 개발): 

  180,000,000 원/년 × 1회 = 180,000,000 원

1,000

연구과제

추진비

- 국외 출장: 5,000,000 원/회 × 4회 = 20,000,000 원

- 국내 출장: 100,000 원/일 × 20인 × 40일 = 80,000,000 원

- 회의비: 500,000 원/회 × 12회 = 6,000,000 원

106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48,000,000 원 148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766,800,000 원 766

계 13,00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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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5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내부인건비: 70,000,000 원 × 20인 × 40% = 560,000,000원

- 외부인건비: 60,000,000 원 × 3인 = 180,000,000 원
740

연구장비/

재료비

- 해저면지진계: 400,000,000 원 × 3 식 = 1,200,000,000 원

- 통신모듈: 60,000,000 원 × 1 식 = 60,000,000 원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40 백만 원/종 × 2종 = 80,000,000 원

- 소프트웨어 모듈추가: 15 백만 원/모듈 × 2개  = 30,000,000 원

- 컴퓨터 관련 소모품 및 기타 자료 분석 관련 재료비: 

  20,000,000 원 

1,390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6,000,000 원

- 사무용품: 6,000,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00,000 원

- 전문가 활용비: 500,000 원/인 × 20인 = 10,000,000 원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 

  5,000,000 원/회 × 2회 = 10,000,000 원

- 탐사선 유류비: 7,000,000 원/일 × 30일 = 210,000,000 원

- 탐사장비 사용료: 5,000,000 원/일 × 30일 = 150,000,000 원

- 탐사선 사용료: 2,000,000 원/일 × 30일 = 60,000,000 원

- 기타 선박 운영 비용 (장비 운송료 등): 6,000,000 원

- 심부시추: 400 백만원 100 m/공 × 3공 = 1,200,000,000 원 

- 위탁연구1(복합 해저면 관측 시스템 구조물 제작): 

- 200,000,000 원/년 × 1회 = 200,000,000 원

- 위탁연구2(현장 음향 관측 장비 제작): 

  200,000,000 원/년 × 1회 = 200,000,000 원

- 위탁연구3(자료 통합, 뷰어 시스템 개발): 

  180,000,000 원/년 × 1회 = 180,000,000 원

2,200

연구과제

추진비

- 국외 출장: 5,000,000 원/회 × 4회 = 20,000,000 원

- 국내 출장: 100,000 원/일 × 20인 × 40일 = 80,000,000 원

- 회의비: 500,000 원/회 × 12회 = 6,000,000 원

106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48,000,000 원 148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916,800,000 원 916

계 13,000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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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5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내부인건비: 70,000,000 원 × 20인 × 40% = 560,000,000원

- 외부인건비: 60,000,000 원 × 4인 = 240,000,000 원
800

연구장비/

재료비

- 해저면지진계: 400,000,000 원 × 2 식 = 800,000,000 원

- Wave Glider: 900,000,000 원 × 1 식 = 900,000,000 원

- 전력공급장비: 100,000,000 원 × 3 식 = 300,000,000 원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40 백만 원/종 × 2종 = 80,000,000 원

- 소프트웨어 모듈추가: 15 백만 원/모듈 × 2개  = 30,000,000 원

- 컴퓨터 관련 소모품 및 기타 자료 분석 관련 재료비: 

  8,000,000 원 

2,118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6,000,000 원

- 사무용품: 6,000,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00,000 원

- 전문가 활용비: 500,000 원/인 × 20인 = 10,000,000 원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 

  5,000,000 원/회 × 2회 = 10,000,000 원

- 탐사선 유류비: 7,000,000 원/일 × 30일 = 210,000,000 원

- 탐사장비 사용료: 5,000,000 원/일 × 30일 = 150,000,000 원

- 탐사선 사용료: 2,000,000 원/일 × 30일 = 60,000,000 원

- 기타 선박 운영 비용 (장비 운송료 등): 6,000,000 원

- 시추코어 연대측정(OSL/14C-AMS/U-Th 연대측정):

  100,000,000 원

- 분석비(동위원소, CHN, SEM, XRF, 점토광물): 200,000,000 원

- 위탁연구1(복합 해저면 관측 시스템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300,000,000 원/년 × 1회 = 300,000,000 원

- 위탁연구2(현장 음향 관측 장비 제작): 

  200,000,000 원/년 × 1회 = 200,000,000 원

- 위탁연구2(자료 통합, 뷰어 시스템 개발): 

  180,000,000 원/년 × 1회 = 180,000,000 원

1,400

연구과제

추진비

- 국외 출장: 5,000,000 원/회 × 4회 = 20,000,000 원

- 국내 출장: 100,000 원/일 × 20인 × 40일 = 80,000,000 원

- 회의비: 500,000 원/회 × 12회 = 6,000,000 원

106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60,000,000 원 160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916,800,000 원 916

계 13,000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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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5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내부인건비: 70,000,000 원 × 20인 × 40% = 560,000,000원

- 외부인건비: 60,000,000 원 × 4인 = 240,000,000 원
800

연구장비/

재료비

- 해저면지진계: 400,000,000 원 × 2 식 = 800,000,000 원

- 통신 모듈 및 전력공급장비: 

  100,000,000 원 × 3 식 = 300,000,000 원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40 백만 원/종 × 2종 = 80,000,000 원

- 소프트웨어 모듈추가: 15 백만 원/모듈 × 2개  = 30,000,000 원

- 컴퓨터 관련 소모품 및 기타 자료 분석 관련 재료비: 

  8,000,000 원 

1,218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6,000,000 원

- 사무용품: 6,000,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00,000 원

- 전문가 활용비: 500,000 원/인 × 20인 = 10,000,000 원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 

  5,000,000 원/회 × 2회 = 10,000,000 원

- 탐사선 유류비: 7,000,000 원/일 × 30일 = 210,000,000 원

- 탐사장비 사용료: 5,000,000 원/일 × 30일 = 150,000,000 원

- 탐사선 사용료: 2,000,000 원/일 × 30일 = 60,000,000 원

- 기타 선박 운영 비용 (장비 운송료 등): 6,000,000 원

- 심부시추: 400 백만원 100 m/공 × 3공 = 1,200,000,000 원

- 위탁연구1(복합 해저면 관측 시스템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300,000,000 원/년 × 1회 = 300,000,000 원

- 위탁연구2(현장 음향 관측 장비 제작): 

  200,000,000 원/년 × 1회 = 200,000,000 원

- 위탁연구2(자료 통합, 뷰어 시스템 개발): 

  180,000,000 원/년 × 1회 = 180,000,000 원

2,300

연구과제

추진비

- 국외 출장: 5,000,000 원/회 × 4회 = 20,000,000 원

- 국내 출장: 100,000 원/일 × 20인 × 40일 = 80,000,000 원

- 회의비: 500,000 원/회 × 12회 = 6,000,000 원

106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60,000,000 원 160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916,800,000 원 916

계 13,000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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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6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내부인건비: 70,000,000 원 × 20인 × 40% = 560,000,000원

- 외부인건비: 60,000,000 원 × 4인 = 240,000,000 원
800

연구장비/

재료비

- 해저면지진계: 400,000,000 원 × 2 식 = 800,000,000 원

- Wave Glider: 900,000,000 원 × 1 식 = 900,000,000 원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40 백만 원/종 × 2종 = 80,000,000 원

- 소프트웨어 모듈추가: 15 백만 원/모듈 × 2개  = 30,000,000 원

- 컴퓨터 관련 소모품 및 기타 자료 분석 관련 재료비: 

  18,000,000 원 

1,828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6,000,000 원

- 사무용품: 6,000,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00,000 원

- 전문가 활용비: 500,000 원/인 × 20인 = 10,000,000 원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 

  5,000,000 원/회 × 2회 = 10,000,000 원

- 탐사선 유류비: 7,000,000 원/일 × 10일 = 70,000,000 원

- 탐사장비 사용료: 5,000,000 원/일 × 10일 = 50,000,000 원

- 탐사선 사용료: 2,000,000 원/일 × 10일 = 20,000,000 원

- 기타 선박 운영 비용 (장비 운송료 등): 6,000,000 원

- 시추코어 연대측정(OSL/14C-AMS/U-Th 연대측정):

  100,000,000 원

- 분석비(동위원소, CHN, SEM, XRF, 점토광물): 200,000,000 원

- 위탁연구1(복합 해저면 관측 시스템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300,000,000 원/년 × 1회 = 300,000,000 원

- 위탁연구2(현장 음향 관측 장비 제작): 

  100,000,000 원/년 × 1회 = 100,000,000 원

- 위탁연구2(자료 통합, 뷰어 시스템 유지 보수): 

  100,000,000 원/년 × 1회 = 100,000,000 원

940

연구과제

추진비

- 국외 출장: 5,000,000 원/회 × 4회 = 20,000,000 원

- 국내 출장: 100,000 원/일 × 20인 × 40일 = 80,000,000 원

- 회의비: 500,000 원/회 × 12회 = 6,000,000 원

106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60,000,000 원 160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766,800,000 원 766

계 13,00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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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연도별 소요예산

 2019년 (1,9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전문계약직: 78,410,000 원/년 × 2인 = 156,820,000 원

- 내부인건비: 0.0 원/년 × 4인 = 0원
157

연구장비/

재료비

- 해저면 벡터 음향 측정기: 200,000,000 원/식 × 12 식 *0.38

  = 912,000,000 원
912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6,309,000 원

- 사무용품: 5,896,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90,000 원

- 위탁연구1(분산벡터센서를 이용한 통신/탐지 알고리즘 연구): 

150,000,000 원/년 × 1회 = 150,000,000 원

- 위탁연구2(저주파수 수중소음의 통게적 특성 분석): 

140,000,000 원/년 × 1회 = 140,000,000 원

306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진해-서울)

  책임: 191,000 원/일 × 4인 × 20회 = 15,280,000 원

  선임: 150,000 원/일 × 2인 × 20회 = 6,000,000 원

- 국내 출장(진해-대전)

  책임: 126,000 원/일 × 4인 × 20회 = 10,080,000 원

  선임: 103,000 원/일 × 2인 × 20회 = 4,120,000 원

- 국외 출장

가급: 5,773,000 원/회 × 4인 × 1회 = 23,092,000 원

나급: 5,131,000 원/회 × 4인 × 1회 = 20,524,000 원

- 회의비: 30,000 원/인 × 20인 × 20회 = 12,000,000 원

- 야근비: 5,000 원/인 × 6인 × 20회 = 600,000 원

92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16,106,000 원 116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316,600,000 원 317

계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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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전문계약직: 80,763,000 원/년 × 2인 = 161,526,000 원

- 내부인건비: 0.0 원/년 × 4인 = 0원
162

연구장비/

재료비

- 해저면 벡터 음향 측정기: 200,000,000 원/식 × 12 식 *0.37

  = 888,000,000 원
888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9,412,000 원

- 사무용품: 6,721,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90,000 원

- 위탁연구1(분산벡터센서를 이용한 통신/탐지 알고리즘 연구): 

100,000,000 원/년 × 1회 = 150,000,000 원

- 위탁연구2(저주파수 수중소음의 통게적 특성 분석): 

100,000,000 원/년 × 1회 = 140,000,000 원

- 위탁연구3(벡터센서 신호 특성 및 탐지 기법 연구):

100,000,000 원/년 × 1회 = 110,000,000 원

420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진해-서울)

  책임: 191,000 원/일 × 4인 × 15회 = 11,460,000 원

  선임: 150,000 원/일 × 2인 × 15회 = 4,500,000 원

- 국내 출장(진해-대전)

  책임: 126,000 원/일 × 4인 × 20회 = 7,560,000 원

  선임: 103,000 원/일 × 2인 × 20회 = 3,090,000 원

- 국외 출장

가급: 5,773,000 원/회 × 4인 × 1회 = 23,092,000 원

나급: 5,131,000 원/회 × 4인 × 1회 = 20,524,000 원

- 회의비: 30,000 원/인 × 20인 × 10회 = 6,000,000 원

- 야근비: 5,000 원/인 × 6인 × 20회 = 600,000 원

77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19,592,000 원 120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333,400,000 원 333

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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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0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전문계약직: 83,186,000 원/년 × 2인 = 166,372,000 원

- 내부인건비: 0.0 원/년 × 4인 = 0원
166

연구장비/

재료비

- 해저면 벡터 음향 측정기: 200,000,000 원/식 × 12 식 *0.25

  = 600,000,000 원
600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17,309,000 원

- 사무용품: 6,795,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90,000 원

- 위탁연구1(분산벡터센서를 이용한 통신/탐지 알고리즘 연구): 

100,000,000 원/년 × 1회 = 150,000,000 원

- 위탁연구2(저주파수 수중소음의 통게적 특성 분석): 

100,000,000 원/년 × 1회 = 140,000,000 원

- 위탁연구3(벡터센서 신호 특성 및 탐지 기법 연구):

100,000,000 원/년 × 1회 = 110,000,000 원

428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진해-서울)

  책임: 191,000 원/일 × 4인 × 10회 = 7,640,000 원

  선임: 150,000 원/일 × 2인 × 10회 = 3,000,000 원

- 국내 출장(진해-대전)

  책임: 126,000 원/일 × 4인 × 20회 = 5,040,000 원

  선임: 103,000 원/일 × 2인 × 20회 = 2,060,000 원

- 국외 출장

가급: 5,773,000 원/회 × 3인 × 1회 = 17,319,000 원

나급: 5,131,000 원/회 × 2인 × 1회 = 10,262,000 원

- 회의비: 30,000 원/인 × 20인 × 8회 = 3,600,000 원

- 야근비: 5,000 원/인 × 10인 × 20회 = 1,000,000 원

- 해상시험: 150,000,000 원/회 × 2회 = 300,000,000 원

350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23,180,000 원 123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333,400,000 원 333

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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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6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전문계약직: 85,681,000 원/년 × 2인 = 171,362,000 원

- 내부인건비: 0.0 원/년 × 4인 = 0원
171

연구장비/

재료비

- 벡터센서 자료처리기: 200,000,000 원/식 × 1 식

  = 200,000,000 원
200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8,984,000 원

- 사무용품: 7,224,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90,000 원

- 위탁연구1(분산벡터센서를 이용한 통신/탐지 알고리즘 연구): 

100,000,000 원/년 × 1회 = 90,000,000 원

- 위탁연구2(저주파수 수중소음의 통게적 특성 분석): 

100,000,000 원/년 × 1회 = 85,000,000 원

- 위탁연구3(벡터센서 신호 특성 및 탐지 기법 연구):

100,000,000 원/년 × 1회 = 100,000,000 원

295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진해-서울)

  책임: 191,000 원/일 × 4인 × 18회 = 13,752,000 원

  선임: 150,000 원/일 × 2인 × 18회 = 5,400,000 원

- 국내 출장(진해-대전)

  책임: 126,000 원/일 × 4인 × 19회 = 9,576,000 원

  선임: 103,000 원/일 × 2인 × 20회 = 4,120,000 원

- 국외 출장

가급: 5,773,000 원/회 × 3인 × 1회 = 23,092,000 원

나급: 5,131,000 원/회 × 2인 × 1회 = 20,524,000 원

- 회의비: 30,000 원/인 × 20인 × 20회 = 12,000,000 원

- 야근비: 5,000 원/인 × 20인 × 20회 = 2,000,000 원

- 해상시험: 150,000,000 원/회 × 3회 = 450,000,000 원

540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26,876,000 원 127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267,000,000 원 267

계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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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00 백만원)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산정기준 금액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 전문계약직: 88,252,000 원/년 × 2인 = 176,504,000 원

- 내부인건비: 0.0 원/년 × 4인 = 0원
176

연구장비/

재료비
- 해상장비 소모품: 41,046,000 원 41

연구활동비

-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11,046,000 원

- 사무용품: 8,421,000 원

- 보고서발간/복사비: 4,090,000 원

- 위탁연구3(벡터센서 신호 특성 및 탐지 기법 연구):

100,000,000 원/년 × 1회 = 100,000,000 원

124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진해-서울)

  책임: 191,000 원/일 × 4인 × 20회 = 15,280,000 원

  선임: 150,000 원/일 × 2인 × 20회 = 6,000,000 원

- 국내 출장(진해-대전)

  책임: 126,000 원/일 × 4인 × 30회 = 15,120,000 원

  선임: 103,000 원/일 × 2인 × 28회 = 5,768,000 원

- 국외 출장

가급: 5,773,000 원/회 × 6인 × 1회 = 34,638,000 원

나급: 5,131,000 원/회 × 6인 × 1회 = 30,786,000 원

- 회의비: 30,000 원/인 × 30인 × 20회 = 18,000,000 원

- 야근비: 5,000 원/인 × 20인 × 20회 = 2,000,000 원

- 해상시험: 150,000,000 원/회 × 1회 = 150,000,000 원

278

연구수당 - 인건비 (내외부) × 20 % 내: 130,680,000 원 131

간접비 - (인건비 + 직접비) × 20%: 150,000,000 원 150

계 900



제5장 

사업추진방안 및 

기술획득 전략 

제1절 사업추진방안

제2절 기술획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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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사업추진방안 및 기술획득 전략 사업추진방안 및 기술획득 전략

제 1 절 사업추진방안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위한 총괄 

추진체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이 4개의 핵심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함 

 세부 연구 기술 내용 중 외부 전문 연구분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

우 산업계, 대학,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함

❮ 그림 5-1❯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위한 총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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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획득 전략 

1. 고해상도 지층모델 개발 기술

 고해상도 지구물리 탐사 및 신호처리 기술 

 천부 및 심부 해저단층의 분포 및 발달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단채

널 및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및 특수 정밀 탐사기술 확보

 고해상 고품질 탄성파 자료 취득 기술 확보

 음원별 탄성파 탐사 자료 복합 취득 기술 확보

 자료처리 및 재해요소 속성 분석 방안 도출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자료취득, 처리, 해석 연구 분야의 유기

적인 연계추진

 3차원 지형정보 가시화 기술 

 추진전략

- 각 분야별 성과물 산출팀과 협업을 통해 최적의 해저지질재해 요소 

객체 모델 도출

- 국내외 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 국내외의 산학연 연구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개발 체계 마련

- 산학연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고품질의 해저지질재해 정보 통합

가시화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체계

- 선진 3차원 통합 가시화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공동 연구 개

발팀 포럼 참여 및 온라인 협조 체계 구축 

- 해저지질재해 통합가시화 모듈와 지질재해 분석/평가 모듈 연계를 

위해 해저면 안정성 평가팀을 비롯한 각 분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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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기반 지층 정보 구축 기술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지층 정보 구축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및 국외의 지층 정보 시스템을 조사 분석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CT 기술의 선재대응을 위하여 기존 시

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 이외에도 새로 개발된 기술을 검토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기술을 선택

 구축된 시스템은 장기간 운용되어야하기 때문에 대용량 서버 및 하

드웨어 확보

 구축 시스템의 안정된 운용을 위한 유지보수 방안 마련

❮ 그림 5-3❯ ICT 기반 지층정보 구축 모식도.

❮ 그림 5-2❯ 지질재해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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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대역 해저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해저단층/해저산사태 특성 파악 기술 

 추진전략

- 천부 및 심부 해저단층의 분포 및 발달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단채

널 및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및 특수 정밀 탐사기술 확보

- 취득된 탐사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처리 기법 확보 및 탄성파 

속성 분석을 통한 해저단층/해저산사태 인지 기술 확보 

- 정량적 해저단층 맵핑 기법 확보를 통한 해저단층 분포도 제작 

- 맵핑된 해저단층의 활성도 분석을 위한 해양미소지진 분석 연구 수

행

 추진체계

- 해저단층/해저산사태의 특성파악을 위해 연구 분야를 탐사자료 취

득, 탐사자료 처리, 탐사자료 해석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예정

- 지질재해 위험 요소의 정략적 평가를 위한 국외 전문가 공동 연구 

및 정밀 모델링 수행

❮ 그림 5-4❯ 해저단층/해저산사태 특성 파악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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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지음향 관측 기술 

 해저 지음향 관측 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해역에 

대한 해양지질학적인 특성 파악이 필요함에 따라 해저 지층의 특성

(천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의 부존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

 현장 및 실험실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자료의 종류 파악, 개발 기술 

사양 및 운용 방안에 대한 실시설계

 현장 및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개발된 두 시스

템에서 취득한 각각의 자료를 보정, 상호 보완 및 비교를 통해 최

종적인 지음향 자료를 산출

❮ 그림 5-5❯ 해저 지음향 관측 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

 고정밀 해저 지진파 관측 기술 

 장기(>6개월) 해저면 지진 관측 장비 개발 및 운용

- 국외 선도 연구 기관(GEOAZUR, WHOI)와 공동연구를 통한 해저 지진 

관측 장비 설계 및 제작, 설치 및 회수 기술 확보 

- 참여 연구진들을 지구물리학, 전자공학 및 해양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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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지진 다발 지역 관측 자료 획득, 분석

- 국내 지진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수행 및 기술개발

에 반영 

 원거리지진 신호 추출 기법

- 국내외 해저 지진 관측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통한 신호 추출 기

술 개발 및 심부 지구조 연구

3.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술

 복합 해저 재해/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기술 

 해저 통합 관측 네트웨크 구축을 위해 크게 해저지진계와 OBS 

(Ocean Botton Siesmic) 를 포함한 해저에 설치된 광대역 관측장비

와 이들 관측장비에서 수신된 자료를 지상 관측소로 전달하는 네크

워크로 구성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해저 재해 및 환경 감

시를 위해 설치한 해저 케이블형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와 이탈리아

에 운영 중인 해상부이형 관측 네트워크 시스템을 정밀 검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적합한 관측장비를 선택, 장비 운

용 및 자료송신에 필요한 전력량을 계산

 케이블이나 태양광을 사용한 전력공급과 자료송신 방법에 대해 분

석하고 필요한 경우 제3의 방식을 개발

 분산배열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 

 분산배열수중센서 활용 수중통신 기술의 일부는 기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독자개발

 이후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초연구 수준의 기술력을 실용화 단계로 

개발

 분산 벡터센서를 이용한 통신/탐지 알고리즘 연구 수행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시스템 매니지먼트 개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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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지역의 배경 값 조사 및 지역별 중요도에 따른 시나리오 개발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초 설계

-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저장 및 전송 시나리오 개발 및 자료 주기 

변환 및 전원 원격 관리 기술 개발

 시스템 매니지먼트 상세 설계

- 네트워크 설계, 자료 저장 및 전송 시나리오 민감도 향상 및 센서 

작동 감시 기술 개발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범 운영

- 실시간 관측 자료의 디스플레이 기술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 

기술 개발

 시스템 매니지먼트 최적화

- 최적의 네트워크 시스템 매니지먼트 기술 개발 및 자료 DB화와 추

출 기술 개발

4. 해저면 저주파 분산 센서망 탐지기술 

 해저 수중소음 장기 모니터링 기술 

 장기 수중소음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해양환경 정보를 함께 획득

 수중소음의 특징 분석 연구는 산학연 협력으로 실용화 단계로 계발

 저주파수 수중소음의 통계적 특성 분석 연구 수행

 원거리 다성분 OBS 탐사 기술 

 광대역 실시간 관측을 위한 소규모 3D OBC 탐사시스템 구축

- OBC 시스템의 경우 수진기 선박(recording vessel)을 통해 상시 실

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를 광대역 실시간 해저면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 응용/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의 근간이 됨

- 현재 연구원에 구축된 소규모 2D OBC 시스템을 광대역 실시간 관측

용 시스템 개발을 위해 소규모 3차원 OBC 시스템으로 확충하여 실

시간 모니터링 기반기술을 개발

 해저면 탐사 기술의 응용을 통한 광역 원거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

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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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구원에 구축된 소규모 개별적 해저면 지진계(OBS) 탐사시스

템을 소규모 3차원 OBS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축

- 해저면 또는 수중 인공지진 및 자연지진의 발생원에 대한 특성(위

치, 크기 등) 분석 기술에 활용

 저주파 수신노드 활용 표적 탐지기술 

 분산 벡터센서 빔형성 및 탐지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으로 국내에서 기개발 된 벡터센서 신호처리 기법 연구

를 활용하고 실용화 단계로 개발

 벡터센서 망을 이용한 해상실험/분석 수행



제6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제1절 기술적 측면

제2절 경제·산업적 측면

      (기술개발로 인한 경제성 분석)

제3절 군사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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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제 1 절 기술적 측면 

 해저지질재해 조기경보를 위한 해저 실시간 관측 네트워크 기술 확보

 해저 네트워크 설치 기술, 해저 통신 기술, 정밀 해저지진 관측 기술 

등의 원천기술 확보

 지진과 연계된 해저지질재해 발생 및 영향범위 예측 기술 확보

 향후 국가 주요 핵심시설 건설 시 부지선정 및 안정성 평가에 활용

 해저 지진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 산사태, 화산폭발, 지진해일 등의 해저지질

재해 위험 요소를 실시간 관측하고 이를 신속히 전달, 조기 경보함으

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해저지질재해와 연계된 입법, 정책개발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선진국 수준의 연구기술 확보 및 전문연구 인력 양성에 따른 연구 역

량 강화

  해양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되

는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 지

구환경변화 예측, 해양환경보전 등에 활용하고, 어업, 해운, 관광 등 

각종 해양산업활동의 의사결정을 상시 지원

제 2 절 경제·산업적 측면 

 해저지진 모니터링을 통한 정밀 해저 지진 발생 분포 파악을 통한 지

질재해 잠재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 대책 마련에 기여

 해저 지진 및 지질재해 위험 요소로부터 국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

 지역별 위험도 정보 제공에 의한 해저 지질재해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재난을 관측하는 기술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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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여 경제, 산업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

  해저지질재해 탐사 및 음향/지진파 관측 기술 확보 및 자립화에 따른 

경제효과

 해양탐사 및 지진파 관측에서 전통적으로 적용해온 기술은 물론 본 연

구 수행으로 기술 자립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P-cable 탐사, 

OBS탐사, S파 탐사 등은 선진국의 경우도 최신 기술에 해당됨

 상기 기술의 확보 및 자립화 달성 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에 의한 외화 획득효과가 예상됨

 현재 해저지질재해 조사를 포함한 전세계 해양 탄성파 탐사 시장 규모

는 71억불(약 8조 5천억원)이며 향후 10년간 약 2.8% 성장하여 2024년

에는 94억불(11조 3천억원) 정도로 예측됨(Vision gain, 2014)

  해저지질재해 요소 인자 규명 및 피해 저감에 따른 경제효과

 본 사업 수행으로 해저지질재해 특성이 규명 해저음향 및 지진파 실시

간 관측 기술이 확보되면 그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 효과는 다음과 같음

항목
연도

사업화 1단계
(3개년도)

사업화 2단계
(3개년도)

사업화 3단계
(3개년도)

목표시장규모(억원) 9,600 9,600 9,600

매출액(억원) 192 192 192

 시장규모 산출 근거 제시

- 전 세계 2008년도 지질재해 위험요소 평가기술 관련 시장규모는 약 

8,000억원/년(Fugro, 2007년 및 2008년도 기술 보고서 참조)으로 예상

- 이 시장의 약 40%를 해저 지진 및 지질재해 특성 연구 기술 시장으로 

추정하면, 8,000억원/년 * 0.4 = 3,200억원으로 추정 가능함

 매출 추정 근거 제시

- 지질재해 위험요소 평가 기술 시장의 약 2%의 시장 점유율 예상 시 

3,200억원/년 * 0.02 = 약 64억원/년으로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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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군사적 측면

 수중 감시체계 영역 확장

- 연안 및 주요 항만으로 국한되어 있던 감시체계의 원해로의 확장하여

장거리 수중 감시체계 능력 강화

원해의 분산 벡터센서 통신망 구축

- 잠수함 및 수중 이동형 플랫폼의 위치 보정 및 군사적 정보교환이 가

능

- 잠수함의 수중 운용 지속능력 강화

표적 탐지성능 정확도 향상

- 수중소음 장기관측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동식별 가능

- 탐지성능 예측 모델 정확도 향상

표적 탐지 능력 증대

- 분산 벡터센서망을 활용한 수동탐지 능력 강화

- 원거리 수중표적 탐지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