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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지구자기장올 연속적으로 관측하는 일은 지구자체에 대한 연구에도 필요하지만，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의 인간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올 미치게 될 우주환경올 연구하는 데에도 기초자 

료로 쓰이게 된다. 

지자기의 장주기 변화는 지구내부의 유동체의 변동에 의하여 지자기의 방향과 세기가 변 

화하는 것올 말하며， 이 변화를 계속 관측， 유지함으로써， 항공， 항해， 측량 둥 국가의 기본 

관측자료로 사용된다. 또한， 지자기의 단주기 변화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방출되는 하전 

업자의 흐름인 태양풍과 지구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지표 가까이는 전리충으로부터 멀리는 

자기권까지의 지구자기장의 변화를 말하며， 이 변화는 통신 위성올 비롯하여 각종 위성 간 

의 통신， 지상에서의 유， 무선 통신의 교란， 이들의 변화에 의한 지표의 유도 전류가 발전 

및 송전 시설， 송유관， 가스관 둥에 장해 또는 재해를 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자기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측해야만 하 

는 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에의 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지자기 연속관측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대의 지 

자기 연속관측 시스템올 설치하고， 계속적인 관측올 수행， 그 자료를 보관하며， 이 관측자료 

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자료를 한국에 현폰 

하는 다른 3 곳의 지자기 연속관측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자료와 연결시키고， 서로 비교， 

검토， 종합 해석하는 망올 구성할 계획이다. 

III. 연구개발의 범 위 및 내용 

가. 1993 년에 ， 한국자원연구소는 자체로 설계， 제작한 지자기연속관측시스랩 (K-AMOS) 

올 한국자원연구소 내의 자연적 및 인공적 잡음이 가장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 (임 무택 둥， 

1993), 1995 년까지 지자기 연속관측올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설계， 제작， 운용자들이 생 

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잡음의 폰재 둥으로 언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자기 관측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가들의 관측시스템들 

중 한 종류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일본， 카나다， 미국， 영국 둥의 지자기관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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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올 비교 • 검토한 결과， 영국지질조사소가 설계， 제작한 FLARE+ 시스템올 도입하기로 결 
정하여， 1998년 10월에 도입， 11월 중에 시험설치하였다. 이 시스템은 1993 년에 이미 만들 

어 놓은 좌대 및 집 (hut) 안에 설치하였다. 이 시스랩으로부터 현재 1 분 평균자료가 생산 

되고 있으며， 5초 자료를 생산 • 보관 ·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 시험셜치 중에 각 좌대의 좌표를 정밀결정하였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지자기절대측정 

좌대 상부면 중심 의 좌표는 (36 0 22 ’ 43.96" N , 127" 21 ’ 37.19" E , 45.93 m (해 발) ) 이 다. 

또한， 차후의 지자기절대관측올 위한 기선 (지자기절대측정좌대 상부의 중심점으로부터 

marking 좌대 통쪽 면의 중심점올 보는 선， 길이 = 96.79 m ) 의 방향은 진북으로부터 29 

10 43 ’ 36.6" 언 것으로 정밀결정하였다. 

라. 시험설치 중에 6 회의 지자기절대관측올 수행하였는데 ， 이 관측소에서의 1998년 10월 

29일 현재의 지자기방향의 평균은， 자면각 N7" 20 ' 59" W , 복각 520 06 ’ 02" 이였다. 이 

자료는 이 관측소에서 향후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될 지자기절대측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IV. 연구 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가. 1998 년 11 월부터의 시험 관측 및 본격 관측 결과에 의하면， 지자기적으로 조용한 날 

의 수평성분의 변화는 약 60 nT, 편각의 변화는 약 7 ’ , 수직성분의 변화는 약 20 nT, 총성 

분의 변화는 약 30 nT 정도였다. 이러한 조용한 날의 변화 추이는 총자기장의 크기 면에 

서 볼 때， 태양의 남중 시간 전후에 가장 크고， 지역적 자정 (local night) 전후에 가장 작다. 

이러한 양상은 전세계의 지자기관측소들에서 획득한 지자기의 변화와 일치하며， 이는 이번 

에 설치한 지자기 연속관측시스랩이 측정하려는 물리량에 정확하게 반웅함올 뜻하며， 이 시 

스탬이 공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올 뜻한다. 

다. 이 관측소는 IAGA 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 & Aeronomy) 로부 

터 DZN (Daezeon) 이 라는 국제 지자기 관측소 식 별코드를 받았다. 이 관측소는 한국에 현 

폰하는 지자기관측소들파 연결시켜 ， 관측자료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지자기관측전국망을 구 

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배포될 

것이다. 

라. 이 관측소는 차후 한국의 지자기관측망의 중심관측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 이러한 

관측자료들은 기상관측자료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본관측자료의 하나로서 남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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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year 1998, one geomagnetic observation system of Model FLARE+ designed and 

assembled by the British Geological Survey was instaIled in the campus of KIGAM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 The IAGA (Intem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 and Aeronomy) has given to this geomagnetic observatory 

the intemational identification code DZN (Daezeon). Hereafter, this observatory wiIl do 

the role of central observatory of a geomagnetic observatory network. This network is 

consisted of 4 observatories, including this newly instaIled one, and wiIl be supplemented 

by 3 more observatories so that the global geometry of stations make a cross, centered 

at Daezeon approximately. 

Before the instaIlation of the system, we have conducted a detailed magnetic survey 

on the candidate area, from the result of which the site of the real installation was 

selected so that the horizontal and vertical magnetic gradients were minimum. On the 

selected site, we have constructed 3 marble plinths for the setting of the instruments, 

and another remote marble plinth to use for a mark in case of absolute geomagnetic 

measurements. The direction of baseline from the absolute measurement plinth to the 

marking plinth has been determined by the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CDGPS) to be 291 0 43 - 36.6" from the True North. This baseline direction wiIl be 

used hereafter for all the absolute geomagnetic measurements for the calibration of aIl 

the observed data by fluxgate magnetomet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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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installation, we have conducted total 6 sessions of absolute geomagnetic 

measurements, from the result of which the mean Declination of this site was calculted 

to be NT 20 ’ 59" W, the mean Inclination 52 0 06 - 02" down, the mean total magnetic 

intensity 50166.8 nT , the mean horizontal component 30819.4 nT, the mean vertical 

component 39583.7 nT. Such data will be used for the calibration and recalculation of 

the geomagnetic variation in the future 

The work for connecting our observatory' s data with all the other already existing 

geomagnetic observation data in Korea coming from 3 other geomagnetic observatories 

exterior to KIGAM via computer telecommunication lines are under continuation. 

The whole system comprises of mainly 2 magnetometers, one Oberhauser effect 

proton precession magnetometer (Model SM90R of Geomag Co. , France) used for 

measurement of the total magnetic field intensity and another suspended type 3- axis 

fluxgate magnetometer (Model FGE version E of Danish Meteorological Institute) used 

for the measurement of the variation of the direction of the magnetic field. It gets the 

precise time signal from the GPS based synchronization subsystem and gets the precise 

temperature values inside the fluxgate magnetometer via the theπnotransducer installed 

in the fluxgate magnetometer itself, used for the future reduction of temperature effect 

of the measured variation of the magnetic field by the fl uxgate magnetometer. 

This system scans all the magnetic parameters once per 5 seconds and calculates the 

1-minute values of all the measured values and saves them on the diskette drive in the 

data logger. But, we are doing some measures to get the 5 seconds values also and 

to save them in another computer through the optical fiber serial communication so that 

we could compare such data in real time with those measured and transferred to us via 

the computer telecommunication. 

All the observed data will be opened to public to be used not only for geology and 

geophysics but also for various fields such as navigation, surveying , map making , space 

physics, telecommunication, prediction of the hazards on conductive lines and pipelin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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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로
 

L 

지구자기장을 연속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지질학， 지구물리학 둥 지구자체에 대한 연구에 

도 필요하지만， 21 세기의 정보화 시대의 인간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주 환 

경 CSpace Environment) 올 연구하는 데에도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450 여 개소의 지자기연속관측소가 운용되고 있으며 CWDC-2 for 

Geomagnetism, 1990) , 이 중 약 200 여 개소에는 연구 및 관리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이 

관측소들은 모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고， 대부분의 바다 또는 대양에 대한 자력탐 

사가 수행된 상태이며， 공중에서도 지자기 관측 위성에 의하여 지구 대기권 CAtmosphere) , 

자기권 CMagnetosphere) , 이온권 (Ionosphere) , 태양계 내의 공간 및 지구 외의 행성 주변에 

대한 자기 관측도 수행된 바 있다. 이들 관측자료로부터 지표에서의 지구자기에 대해서는 

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구자기권까지의 지자기 분포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 

다. 이러한 모든 지자기 관측 자료로부터， 국제표준지자기장 CIGRF Intem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 둥이 계산되어 전세계에서 이들올 필요로 하는 연구자나 연 

구기관에 배포되고 있으며 ， 이러한 2 차 자료들은 고층대기물리학， 공간물리학， 지자기학， 지 

표 및 그 상 · 하부 몇 km 를 대상으로 하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등의 연구에 필수적인 자 

료로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지자기 관측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오지 못했다. 즉， 국립지리원 (국립지리원， 1990),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소 연구보고서， 

1981) 둥에서 1970 년대 초부터 지자기 연속관측 시스뱀을 도입하여 수년간 지자기 연속관 

측올 수행한 바 있으나， 1980 년대 중반부터는 시스템 설치 장소 주변의 도시화에 의한 인 

공잡음의 증가， 시스템 자체의 노후 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연속 관측올 중단한 상 

태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92 년에 한국자원연구소는 지자기 관측， 자료의 해석 및 이용의 외국 

기술에의 종속을 탈피하기 위하여， 국내 기술로 지자기 연속관측 시스템올 l 대 설계， 제작 

하였으며 (정 승환 둥， 1993) , 1993 년에는 이 시스템올 자기적 인공잡음이 가장 적은 장소 

에 설치하여 계속적인 지자기 관측올 수행한 바도 있다 (임 무택 둥， 1993). 이렇게 함으로 

써만 한국에서의 정확한 지자기 분포 및 변화 자료를 얻올 수 있올 것이며， 이 자료들올 필 

요로 하는 국내의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올 갖춰야만 한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확인된 자료들올 세계 지자기 자료 센터들에 보냄으 

로써 전세계 지자기 관측자료의 질올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것들로부터 한국 또 

한 반대급부로서 유용한 정보를 얻올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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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차원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는， 설계， 제작， 운용자들이 생각하지 못 

했던 잡음의 생성 둥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는데， 이러 

한 문제의 원인은， 오랫동안 설계， 제작 둥에 시간， 노력， 인원올 투입한 선진국들의 기술올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는 지자기 관측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가들의 관측시스템들올 연밀히 검토하고， 그 중 

한 종류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발달된 시스랩올 직접 운용하면서 한국 자 

체의 셜계， 제작， 운용 기술올 습득， 발전시키기가 더 빠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카나다， 미국， 영국 둥의 지자기관측 시스템들올 비교 ·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영국지질조사소가 설계， 제작한 FLARE+ 시스템올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 1998년 10월에 도 

입하여， 11월 중에 시험설치하였다. 이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1 분 평균자료가 생산되고 있 

으며 ， 5초 자료를 생산 · 보관 ·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스템의 

시험설치 과정파 시험설치된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들에 대해서 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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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댐의 개요 

1990 년대 초부터， 앞으로 한국에서도 지자기 연속관측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측시스랩을 국내기술로 설계，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 

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연구자금의 효과적 사용 측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올 

축적하는 것이 앞으로 국내에서의 지구물리탐사 및 관측기기의 자체적인 개발 능력의 제고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2 년에 한국자원연구소는 

한국형 지자기 연속관측 시스템 (K - AMOS , Korean Automatic Geomagnetic Observation 

System) 을 1 대 셜계， 제작하였고(정 승환 둥， 1993), 이 시스램올 1995년까지 운용하였다 

(임 무택 둥， 1993). 그러나， 한국자원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시스빔으로는， 셜계， 제작， 운용 

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잡음의 생성 둥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오랫동안 설계， 제작 둥에 시간， 노력， 언원올 투입한 

선진국들의 기술을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자기 관측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가들의 관측시스템들올 면밀 

히 검토하고， 그 중 한 종류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발달된 시스템을 직접 

운용하면서 한국 자체의 설계， 제작， 운용 기술올 습득， 발전시키기가 더 빠를 것으로 판단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 카나다， 미국， 영국 둥의 지자기관측 시스템들을 비교 ·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영국지질조사소가 설계， 제작한 FLARE+ 시스템올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1998 

년 10월에 도입하여 ， 11월 중에 시험설치하였다. 

Fig. 1은 이 시스랩의 구성도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부분은 지자기장의 절대치를 관 

측하는 오버하우저효과를 이용한 양자세차 자력계 (Oberhauser effect proton precession 

magnetometer) 1 대 (프랑스 Geomag 사의 모델 SM90R) , 지자기장의 방향올 벡터적으로 

관측하는 수직현가(戀架)식 3 축 플럭스게이트 (fluxgate) 자력계 l 대 (멘마크기상연구소의 

모델 FGE version E) , 이 두 자력계로부터 오는 신호를 획득， 기록하는 자료 취득 시스템 1 

대 및 이 3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이다. 그리고， GPS 동기시계， 플럭스게이 

트 자력계 안에 옹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후자는 플럭스게이트 자력계의 옹도 변화에 

따른 변량올 나중에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자장의 3 성분 벡터 관측 및 스칼라 

관측에， 직교 2 성분의 전장 측정올 위한 센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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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치장소의 선정 

지자기 연속관측 시스램이 자연적인 지자기에만 반응하기 위해서 는， 근처에 지질학적인 

이상대나 인공적인 잡음이 가장 적은 장소에 이 시스랩을 설치해야만 한다. 

즉， 지질학적으로는 구조선이나 파쇄대 둥이 지나가는 곳올 피해야 하며， 지형적으로는 산 

봉우리나 계곡 안， 심하게 경사진 곳 둥올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곳에서는 지하구 

조 자체가 큰 자기적 이상올 유발하고， 때로는 지전류가 모이는 성질이 있어서 ， 이 지전류의 

변화가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ugustin, 1990). 따라서， 최적의 장소는 충 

적충이 두꺼운 평지이다. 

또， 언공적인 잡음원으로부터도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공 잡음 

원들은 송전선， 지하관로， 도로， 건물 둥 인공구조물들이다. 이러한 인공구조물들은 자연적 

잡음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주파수의 잡음을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잡음들이 높은 수 

평적， 수직적 자기 변화율 (gradient) 올 유발하여， 시스템올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자원연구소 구내에서는 본관 앞 잔디밭이 최적의 장 

소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직적 및 수평적 변화율을 가진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잔디밭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총자기장 관측올 수행하였고， 그 결과 

로부터 수직 및 수평 변화율이 낮은 구역을 좁게 선정하여， 이 구역에 대한 정밀한 총자기 

장 관측올 수행하였다. 

3- l. 개략적인 총자기장 관측 

Fig. 2는 개략적인 총자기장 관측을 위한 측선 배치도이다. 측선 칸격은 25 m 이고， 각 

측선 위에서의 측점 간격은 5m 로 하였다. 이 측션을 따라 관측올 수행하는 동안 탐사 

구역 내의 1 점에 base station 용 차력계를 설치하여 총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를 관측， 기 

록하였으며， 이 자료는 실제 관측치에 대한 일변화 보정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Fig. 3은 이렇게 하여 얻은 총자기장 관측치에 대하여 일변화 보정을 거친 총자기장의 분 

포도이다. 이 그림에서 지역의 동쪽 부분의 남북 방향에 그리고 지역의 남동-북서 방향에 

높은 자기적 이상이 보이는데 이는 각각 도로와 철조망의 존재에 의해 유기된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수평 변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서 좌표 (105. 160) 올 중심으로 하는 구역이 

정밀 총자기장 관측의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꺼
 
l 1 , i 



3-2. 정밀한 총자기장 관측 

3-1 절에서 선정된 후보지 중 좌표 (105, 160) 올 중심으로 하고 동서， 그리고 남북 방향 

으로 각각 40mx40m 의 지역에 대하여 정밀한 총자기장 관측올 수행하였다. 측선 간 

격은 5m 이고， 각 측선 위에서의 측점 간격은 1 m 로 하였다 base station 용 자력계 

설치 및 일변화 보정은 3-1 절에서와 똑같이 수행하였다. 

Fig. 4 는 이렇게 하여 얻은 총자기장 관측치에 대하여 일변화 보정을 거친 총자기장의 

분포도이다. 이 그림에서 좌표 (-9, 3)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수평 변화율이 가장 

낮은 구역으로 판단되었으며， 그림 위에 표시한 것처럼 세 곳의 센서 설치 지점과 한 곳의 

자료 취득기기 설치 지점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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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ployment Map of Rough Magnetic Survey Lines 
(Campus of KJ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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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 of total magnetic induction survey (contour interval in nT, 
length in meters). The dashed area marks the approximate location 
of thc higher resolu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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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의 절치 및 보호 조치 

3 장에서 선정된 지점들에 센서들올 정치하기 위해서는 대자율이 0 에 가장 가깝고 (철 

성분이 0 에 가까운) , 기상의 변화에 따른 변형이 가장 적은 물질올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 

한 물질 중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것 중에서는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석 그 중 

에서도 백색 대 리석이 가장 좋다. 

센서를 정치하기 위한 좌대를 설치할 때에도 모두 대자율이 낮은 재료를 써야 하며， 좌대 

설치 시 사용되는 모래， 시멘트 둥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 중 철성분올 가장 적게 포함하 

고 있는 재료들올 사용하였다. 

센서 및 자료취득기기를 설치한 뒤， 이 들을 비， 바람， 옹도변화 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백엽상올 제작하여 이 러한 구성부분들올 덮었으며 ， 이 백엽상들올 제작하고 설치함에 있 

어서도 모든 재질은 대자율이 가장 낮은 목재， 황동 둥올 사용하였다. 

Table 1. Magnetic susceptibilities of various rocks and minerals (cgs unit). 

대 자을 (x lOE-6) 대 자율 (x 10E-6) 
광물，암석명 광물， 암석명 

범 우| 명균 범 위 평균 

퇴적암 화강암 

돌로마이 E o - 75 10 화강암 o - 4000 200 

석 호| 암 2 - 280 25 T 。T I 딛tgf 20 - 3000 1400 

사 。C그} o - 1660 30 반 。I그} 20 - 16700 5000 

셔| 일 5 - 1480 50 반려암 80 - 7200 6000 

명 그‘- o - 4000 75 현무암 20 - 14500 6000 
人C그f 를 ....，르 。c그} 50 - 10000 7000 

변성암 감람암 7600 - 15600 13000 

며‘- 암 25 - 240 120 안산암 13500 

천매암 130 산성 영균 3 - 6530 650 

면마암 10 - 2000 염기섬 평균 44 - 9710 2600 

규 암 350 

점판암 o - 3000 500 
명 그‘- o - 5800 350 

광블 

석 영 -8 적절석 40 - 3000 550 
암 염 -8 티탄절석 2.5x10E+4 
황돔석 32 - 3.0x10E5 1.5x10E+5 

갈절석 220 자절석 1. Ox10E+5 

황설석 4 - 420 130 - 1. 6x10E+6 5.0x1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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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좌대를 제작하기 위한 재질 선정 및 좌대의 제작 

센서들을 정치하기 위한 좌대는 대자율이 낮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좌대가 지자기장 안 

에 존재함으로써 이것의 대자율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고자 하는 지 

자기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좌대의 재질로는 전북 익산에서 산출 

되는 백색 대리석 덩어리들 중에서도 가장 대자율이 낮은 덩어리를 한 개 선택하여， 3 개의 

좌대를 제작하였다. 

1 번은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를， 2 번은 차후의 지자기 절대관측 시 절대관측 시스템을， 3 

번은 양자세차자력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 3 개의 좌대에 대하여 카나다 Scintrex 

사제 대자율 측정기인 CTU-2 로 측정한 결과는 번호 순서 대로 cgs 단위계의 bulk 대자율 

로 각각 1*10-4, 1.5*10-5, 3*10-4 이었다. 좌대의 크기는 똑같이 40 cm x 40 cm x 100 cm 

이다. 한편， 지자기절대관측 시마다 지자기의 자편각 CDeclination) 의 기준선으로 삼기 위 

하여， 좌대 번호 3 으로부터 N60"W 방향으로 80 m 떨어진 곳에도 좌대흘 하나 만들어 설 

치하였으며， 이것은 대자율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강암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크기 

는 30 cm x 30 cm x 70 cm 이 다. 

4-2. 좌대의 설치 

이러한 좌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표계의 변동을 없애기 위하여， 대지와 잘 coupling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좌대의 하부에 지름 80 cm, 깊이 50 cm 의 원통형으 

로 땅을 파고， 그에 덧붙여 깊이가 40 cm 인 원추형으로 땅올 더 파내었다. 그 뒤에 ， 원추 

형의 상부 끝까지 콘크리트를 친 다음 이것이 굳기를 기다렸다가 4-1 절의 좌대를 수직으 

로 정치시킨 뒤 좌대의 둘레에 다시 콘크리트를 쳤다. 

이 좌대들의 설치 위치는 3-1 절에서 선정한 곳이었으며， 좌대들의 상호간 위치는 5m 

로 하였다. Fig. 5는 이 작업의 시방서이다. 여기에 사용된 모래로는 강원도 주문진 산 해 

사 (海妙) 를 선택하였고， 이 모래의 철 성분은 0.1 % 이하， 4-1 절의 CTU-2 로 측정한 대 

자율은 5*10-4 이하였다. 또， 시멘트는 철성분을 빼고 제조하여 시판하는 백시멘트를 사용 

하였으며 ， 4-1 절의 CTU-2 로 측정한 대자율은 4*10-4 이하였다. 

4-3. 시스템 보호용 백엽상의 제작 및 설치 

센서 및 자료취득기기를 비 바람 옹도변화 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는 백엽상올 제작 

하여 이러한 구성부분들을 덮어야 한다. 이 백엽상들올 제작하고 설치함에 있어서도 모든 

재질은 대자율이 가장 낮은 목재 황동 둥올 사용하여야 한다. 

Fig. 6은 는 플럭스게이트 자력계 및 양자세차 자력계를 보호하기 위한 백엽상의 설계도 

이며， Fig. 7은 자료취득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백엽상의 설계도이 다. 이 백엽상을 제작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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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되도록 못올 사용하지 않았으며 펼수적으로 못올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황동못올 사용 

하였다. 

또， 백엽상이 바람 둥 외부의 힘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엽상의 네 발올， 콘크 

리트 및 플라스틱올 사용하여 만들어 땅에 박은 네 기둥에， 황동으로 만든 볼트， 너트를 사 

용하여 고정하였다. 

Photo 1은 셜치된 백엽상의 사진이다. 

이러한 정도의 작은 백엽상들로는 내부가 바깥의 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지 않아 온도 

변화가 심하고 공간이 좁아서 작업하는 데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장래에는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작엽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적 잡음을 최 

소한으로 유발하는 재질로 더 넓은 오두막 (hut) 들올 지어야 할 것이다. 

0‘ 4m 

‘----를 

O.8m 

“ · ‘ • .• ’ ‘ • 
... “ ‘ 

Fig. 5. Marble pil1따 for sensor installati.on well coupled with the earth b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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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Ins•alled huts for fluxgate and proton precession magnet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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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측 및 관측자료의 분석 

5-1. 시스템의 설치 

4 장에서 설치한 백엽상 안의 좌대 위에 수직현가식 플럭스게이트 자력계 센서， 오버하우 

저효과를 이용한 양자세차자력계 센서 자료취득기기를 설치하였다. 

Photo 2는 설치된 플럭스게이트 자력계 센서이며 이것은 센서가 실에 수직으로 매달린 

대리석 편 안에 장치되어 있어서 X. Y 축은 언제나 수평， Z 축은 언제나 수직으로 위치하 

므로， 하루의 온도 변화에 의해 좌대가 남북 방향으로 미세하게 웅직임에 따라 생기는 각도 

의 변화를 상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Photo 3은 현재는 노천에 설치된 양자세차자력계 센서이며， 이것은 센서의 원리 상 각도， 

온도 둥과 무관하다. 

5-2. 지자기절대측정 

지자기절대측정은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로부터 이미 취득된 자기장의 크기 및 방향올 차후 

에 보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 수행할수록 좋으나 최소한 2 주에 한 번씩은 수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체 시스템을 시험설치하는 과정 중에 6 회의 지자기절대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기기는 영국 Bartington 사가 제작한 MAG01H D/ I Meter이다. 

Table 2는 지자기절대측정의 한 예를 보이며， 이 관측소가 위치한 지점의 지자기성분들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즉， 자편각은 NT 20 ’ 59" W , 복각은 520 06 ’ 02" 총자기장의 세기 

는 50166.8 nT, 이 중 수평성분은 30819.4 nT, 수직성분은 39583.7 nT였다. 이러한 지자기 

절대측정자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획득된 것으로서 앞으로 지자기관측 및 자료의 활용에 

계속 사용될 것이다. 

5-3. 자료 취득 및 기록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지자기장의 방향파 세기를 관측， 기록한다. 

방향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3 축 수직현가식 플럭스게이트 자력계 센서를 사용하며， 이 센 

서로부터는 3 축의 자기장의 세기가 전압의 형태로 출력되며， 자료취득기기에서 A/D 변환 

올 수행하여 3 축의 지자기장의 세기가 디지탈 형태로 기록되고 이 3 축의 세기로부터 지 

자기장의 펀각 (0) 및 복각 (I) 올 자동으로 계산한다. 

세기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오버하우저효과를 이용한 양자세차자력계 센서를 사용하며， 이 

센서로부터는 자기장의 세기가 주파수의 형태로 출력되며 자료취득기기에서 이 주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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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Fluxgate magnetometer sensor ins•alled on mable pillar. 

Photo 3. Overhauser effect proton precession magnetomete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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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a session of Absolute Geomagnetic Measurement 
by MAG01H D/! Meter. 

Ab solute Observation 
Date: 2 9 10 1998 

Obs e rvatory : KIGAM , Dae z eon 
Observer: TDGC Theodoli te: Bartington 

True North Circle -

Fi xed Mar k Circle Right : 
Fixed Mark Circle Left: 
Fixed Mark Circle Mea n: 

18 3 40 25 
003 4 0 33 
003 40 29 

Fi xed Mark True North Bearing: 
True North Circle: 

291 43 37 
07l 56 52 

Declination -
Tirne Circle 

WU 0513 334 43 45 
EU 0516 154 30 12 
WD 0518 154 28 45 
ED 0520 334 38 58 
Mean: 244 35 25 
Dec -007 21 27 
Collirnation: 0=-1 ’ 33" 

FLARE Data: D T 
-2. 3 29 .3 
-2.0 2 8. 8 
-2 .4 29 . 0 
- 2.7 28 .4 

Mean: -2 .4 2 8. 9 

E=-2 ’ 14" Zo=- 4 . 20nT 

Inclination -
Tirne Circle 

NU 0526 052 10 46 052 
SD 0528 232 09 56 052 
SU 0533 127 59 07 052 
ND 0531 307 58 32 052 

Inc: 052 05 
Collirnation: E=-4 ’ 35" 

46 Mean: 
Zo=-5.06nT 

Z F T 
- 65 . 0 5017 0 .2 28 .1 
- 64.5 50170.3 2 8.3 
-63.8 5017 1. 5 28.2 
-63.8 5017 1. 1 28.3 

-64.3 50170.8 28.2 

FLARE Data: H 
10 46 31.6 
09 56 31.8 
00 53 33.0 
01 28 32.6 

32.3 

Baselines: 
F Corrected to Absolute Pillar: 50166.8nT 

Absolute 

V
‘ 셀

 센 

려
 ‘
학
 

마
 없
 

··T4 

←
」

m 

라
 피
 

빼
 짜 펴 

암
 
m 

따
 

D 
H 
V 

-007 0 21 ’ 27" 
30819.4 
39583.7 

-0'16" 
32.3 

-64.3 

Baseline 
-007 0 21 ’ 11" 

30787.1 
39648.0 

F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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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지자기장의 세기가 디지탈로 기록된다. 이 센서는 온도， 습도 등 외부 환경의 변 

화에 전혀 무관하므로， 나중에 3 축 플럭스게이트 자력계 센서로부터 관측된 지자기장의 세 

기를 보정하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 

이 시스템에서는， 3 축 플럭스게이트 자력계의 샘플링 간격이 최소 5 초로 설계되어 있으 

며， 양자세차자력계의 샘플링 간격은 1 분으로 고정되어 있다.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로부터 

나오는 선호는 정각 분을 경계로 30 초 전부터 30 초 후까지의 13 개의 자료로부터 

Gaussian 평균을 계산해서 1 분 자료로 만들어 자료기록기기 (data logger) 의 디스케트에 

기록한다. 그러나， 5 초의 자료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5 초 자료를 컴퓨터 사이의 자 

료통신선을 통해서 연구실 안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올 구성 중에 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 

는 한국에 현존하는 4 개소의 지자기관측소로부터 나오는 자료와 실시간으로 상호 비교， 처 

리할 수 있도록 한국자원연구소 내에 컴퓨터 망올 구축할 것이다. 

5-4. 자료 검토 

Fig. 8은 1998. 12. 5.부터 12. 11. 까지 이렇게 관측， 기록된 디지탈 형태의 자료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대전에서는 남북방향성분 (그림에서는 Horizontal Component) 의 

변화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통서방향성분 (그림에서는 Declination) 의 변화가 중간， 그 

리고 수직방향성분 (그림에서는 Vertical Component) 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동안 자기폭풍 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11월 7일 12:30부터 16:30까지 남북방향성 

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지자기의 시간적인 변화는 많은 경우 전지구적인 현상이므로 

세 계 의 어 느 관측소나 세 계 표준시 (GMT; Greenwich Mean Time) 를 사용하고 따라서 위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11월 7일 21:30부터 11월 8일 03:307J}지이다) . 이러한 event들올 다른 

분야의 동시간대의 자료와 실시간으로 비교， 검토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들을 다른 목 

적에도 사용하는 둥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야 할 과제이 다. 

1 
l 
4 

? 

나
 



6 November 1998 

Fig. 8. The Magnctograms plotted on the Computcr Srccen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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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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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1998 년에， 지자기 연속관측 시스템을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연구소의 

본관 앞 잔디밭 전체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자기장관측을 수행하였고， 이 중 수평 및 수직 

변화율이 가장 낮은 40mx40m 구역에 대하여 정밀한 총자기장 관측올 수행하고 이 중 

에서도 가장 낮은 수평 및 수직 변화율을 가지는 지점을 선정하였다. 

위에서 선정한 지점에 관측시스템의 센서 및 자료취득기기를 정치할 대리석 좌대를 4 개 

설치하였으며， 센서 및 자료취득기기를 비， 바람，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백엽상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또， 인공적인 잡음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과정에 

서 사용한 모든 재료는 대자율이 0 에 가장 가까운 것들만올 사용하였다. 

관측기기의 설치 이전에， 장래에 지자기 절대측정을 위하여 절대측정기를 설치할 좌대와 

80 m 떨어진 곳에 설치한 화강암 좌대를 연결하는 기선의 방향을， 차둥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 DGPS) 방식올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각도는 진북으로부 

터 291" 43 ’ 36.6" 임올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자원연구소 구내에 설치하는 지자기관측소 

의 국제식별부호로서 IAGA Ontemationa1 Association of Geomagnetism and Aeronomy; 

국제지자기 · 고공물리학협회)로부터 DZN (Daezeon)을 받았다. 

위에서 설치한 좌대 위에， 영국지질조사소로부터 도입한 FLARE+ 시스템의 각 센서 및 

자료취득기기를 설치하여 시험관측올 시작하였다. 또한， 설치 과정 중에 6 회의 지자기절대 

측정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 관측소가 위치한 지점의 지자기성분들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즉， 자편각은 NT 20 ’ 59" W, 복각은 52 0 06 - 02" , 총자기장의 세기는 50166.8 nT, 

이 중 수평성분은 30819.4 nT, 수직성분은 39583.7 nT였다. 이러한 지자기절대측정자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획득된 것으로서 앞으로 지자기관측 및 자료의 활용에 계속 사용될 것이 

다. 

이 관측소는， 이 관측소를 포함하여 현존하는 4 개소의 관측소와 앞으로 더 설치될 3 개 

소 정도의 관측소를 통합하여 대전올 중심으로 십 (十) 자 형태로 구성될 한국의 지자기관 

측전국망의 중심 지자기관측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로부터 생산되는 자료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둥 지구과학 뿐만 아니라， 항법， 측량， 지도제작， 우주물리학， 통신 둥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활용될 것이다. 

한편， 이 관측소로부터 나오는 자료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생산， 처리된 모든 지자기관측 

자료를 세계 지자기자료센터 (World Data Centers for Geomagnetism; WDC for 

Geomagnetism) 에 보냄으로써， 세계의 지자기 분포 및 변화의 자료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 

을 줄 수 있으며 ， 반대급부로 한국은 셰계전체의 지자기 관측자료를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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