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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Sea Three Components Magnetometer Survey using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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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1년 4월에 쇄빙선 아라온호, Oceaneering사의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및

삼성분자력계(Three component vector magnetometer)를 이용하여 남서태평양 라우분지에 위치한 TA25해산 칼데라 서측

사면에 대하여 심해자력탐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은 약 900 m ~ 1200 m의 수심대역을 보인다. 이 심해탐사를 위하

여 국내 최초로 3000 m급 심해 삼성분자력계를 제작하였다. 자력계센서부분은 ROV의 상부에, 자력계로거부분은 ROV

의 하부에 장착하였으며, ROV는 ROV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USBL (Ultra Short Base Line)과 고도계를 이용하여

정해진 측선을 따라 해저면에서 약 25 ~ 30 m의 수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하였다. 삼성분자력계는 자기장의 X(북쪽성

분), Y(동쪽성분)과 Z(수직성분)의 벡터성분을 측정하므로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ROV의 움직임(피치, 롤, 요)에 대한 보

정을 실시하였다. 자력센서자료와 모션센서자료는 ROV의 광케이블과 아라온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노트북에 저장되

며 ROV의 정확한 위치자료인 USBL자료는 후처리를 통하여 병합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심해 삼성분자력자료는 조사지

역의 유망한 열수광상을 유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자력탐사, ROV, 삼성분자력계, 벡터성분, 열수광상

Abstract: We conducted magnetic survey using IBRV (Ice Breaker Research Vessel) ARAON of KORDI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of Oceaneering Co. and three components vector

magnetometer, at Apr., 2011 in the western slope of the caldera of TA25 seamount, the Lau Basin, the southwestern

Pacific. The depth ranges of the survey area are from about 900 m to 1200 m, below sea level. For the deep sea magnetic

survey, we made the nation's first small deep sea three components magnetometer of Korea. The magnetometer sensor

and the data logger was attached with the upper part and lower part of ROV, respectively. ROV followed the planning

tracks at 25 ~ 30 m above seafloor using the altimeter and USBL (Ultra Short Base Line) of ROV. The three components

magnetometer measured the X (North), Y (East) and Z (Vertical) vector components of the magnetic field of the survey

area. A motion sensor provided us the data of pitch, roll, yaw of ROV for the motion correction of the magnetic data.

The data of the magnetometer sensor and the motion sensor were recorded on a notebook through the optical cable of

ROV and the network of ARON. The precision positions of magnetic data were merged by the post-processing of USBL

data of ROV. The obtained three components magnetic data are entirely utilized by finding possible hydrothermal vents

of the survey area. 

Keywords: magnetic survey, ROV, three components magnetometer, vector components, hydrothermal vents

서 론

육상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바다 밑에 있는 자원에 대한 개

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에 인접한 바다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은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점

점 깊은 심해 해저자원에 대한 개발 열기 및 해양 강대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중심에 심해 해저열수광

상이 자리하고 있다. 심해 해저열수광상은 육상의 열수광상과

마찬가지로 금, 은, 구리, 아연, 납 등 많은 유용광물을 함유하

고 육상보다도 높은 함유량을 보여준다(김현섭 등, 2008). 초

기 심해열수환경에 대한 연구는 태평양에서 열수작용이 일어

나고 있는 7개의 해저 화산에서만 국한되어 왔었지만

(Ishibashi and Urabe, 1995), 최근 들어 열수환경에 대한 관심

이 높아져 열수분출대에 대한 연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Tivey et al., 1993; De Ronde et al., 2001). 지난 약 30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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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열수 분출공의 존재와 그 위치에 대한 체계적인 탐사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65,000 km 해령 가운데 10% 정도만

수행되었다(Baker and German, 2004). 

한국해양연구원은 1990년대부터 태평양의 망간단괴, 망간각

등 심해 자원개발을 위한 탐사에 매진해 왔으며 또한 해저열

수광상의 개발을 위한 탐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 중

통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내의

열수광상지역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하여 이 지역에 대한 광역

탐사를 실시한 후 열수광상 유망지역에 대한 정밀탐사를 수행

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1년 3월 24일부터 2011년 4월 29

일까지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의 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

하여 통가 열수광상 유망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 탐사 중 심해 삼성분자력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탐사

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되는 것이다. 이 탐사를 위하여 ROV

용 심해 삼성분자력계가 국내최초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이용

하여 2011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약 3일간 남서태평양 라

우분지에 위치한 TA25 해산 지역의 칼데라에서 ROV를 활용

한 측선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이 탐사 기술은 다양한 분

야 활용 및 발전을 통하여 더 많은 해저광물탐사에 지속적으

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심해 삼성분자력계 제작

열수분출구에서 해양지각을 통과하는 열수유체는 자성을 잃

게 되는 큐리온도(Curie temperature) 이상의 높은 온도를 가

지며 자성광물을 산화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열수유체가

자성광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성광물들이 자성을 잃거나 혹은

낮은 자성을 가진 광물로 변질된다(Tivey et al., 2003). 따라서

해양지각에서는 열수유체를 따라 국지적으로 0 A/m에 가까운

저자화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심해의 저자화이상대를 효율적으로 탐사하기 위

하여 ROV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삼성분자력계를 제작하였

다. 자력계의 자력센서인 Honeywell HMR2300은 삼성분 디

지털 자력계로서 자성의 직접적인 세기와 그에 따른 자기장의

삼성분(X, Y, Z)을 측정한다(HMR2300 manual, 2011). 이들

센서의 출력값은 내부 A/D 변환기로부터 변환된 16-비트 디

지털 값으로 10진수 ASCII값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자료출력

통신방식은 초당 9600 비트(binary digit), 19200 비트의 전송

률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방향통신의 RS-232포트와 입력과 출력 중 한 번에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는 반양방향통신의 RS-485포트로 되어 있다.

Honeywell HMR2300센서의 장비특성은 아래와 같다

장비특성

■ ±2 가우스(1 Gauss = 100,000 nT)의 범위, 70 마이크로

가우스의 해상도 

■ 선택적으로 초당 10 ~ 154개의 샘플 취득

■ RS-232 또는 RS-485 데이터 전달장치

■ PCB 또는 알루미늄 같은 비자성의 외장 옵션

■ 6-15 볼트로 높아진 파워 공급 전달장치

자력계센서 데이터의 외부저장을 위하여 데이터로거의 내장

메모리에 10 Hz로 출력된 자력계 데이터를 매초 저장한다

(Fig. 2, Fig. 3). 데이터로거는 ROV에서 들어온 24V DC를 로

거에서 12V DC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자력계센서에 전원을

공급한다. 데이터로거와 자력계센서는 RS-232 통신체계로 연

결된다. 심해 삼성분자력탐사를 위한 3,000 m급 알루미늄 방
Fig. 1. Bathymetry of TA25 in Tofua arc, the Lau Basin. Black

rectangular box is the surve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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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우징 2개를 제작하여 1개에는 자력계센서를 설치하고 다

른 하우징에는 데이터로거를 장착한다(Fig. 2, Fig. 3). 데이터

로거 하우징은 방수 케이블로 각각 자력계 하우징과 ROV에

연결된다(Fig. 4). 자력계 자료의 선상 레코딩은 OTRONIX사

에서 만든 Aqua Mag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자력계, 선박의

GPS, ROV Motion Sensor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래픽화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소프트웨어이다(Fig. 5).

심해 삼성분자력계 ROV 설치 및 실해역 탐사

이번 심해 자력탐사에서는 ROV의 상부에 자력계센서 하우

징을 장착하였으며, 데이터로거는 ROV 하부에 설치하고 그

로거를 ROV 광통신 콘트롤러에 연결하여 탐사하였다(Fig. 6,

Fig. 7). 삼성분자력탐사시 ROV의 움직임에 따른 피치(Pitch),

롤(Roll), 요(Yaw)의 자료를 획득하고 보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Fig. 2. Illustration of deep sea three components magnetometer

(upper) and data logger (lower).

Fig. 3. Photograph of deep sea three components magnetometer

(upper right) and data logger (lower left).

Fig. 4. Mimetic diagram of system composition.

Fig. 5. Aqua Mag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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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Sensor (Octans)를 ROV 하부에 장착하였다(Fig. 8). 자

력계센서 하우징은 ROV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ROV의 앞쪽으로 약 200 cm 이상 이격하여 장착하려 하였으

나 ROV 투하 및 회수시의 ROV 및 자력계센서의 안전 문제

를 고려하여 126 cm의 붐(boom)형태의 프레임에 장착하여 설

치하였다(Fig. 9). 그 결과 예상보다 많은 ROV 자기 잡음이

자력계센서에 수집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후처리과정에서

Isezaki 방법(Isezaki, 1986)을 사용하였다. 자력계센서 자료는

데이터로거를 통하여 Motion Sensor 자료와 함께 ROV 조정

장치에 수집되고 이 자료들은 다시 연구선의 네트워크를 이용

하여 연구실에 있는 삼성분자력계 저장 노트북에 저장된다

(Fig. 4). 심해 삼성분자력탐사시 ROV는 Cage에서 나와 자체

추진동력을 이용하여 계획된 항적에 따라 이동하며(Fig. 9), 자

력계센서가 해저면에서 약 25 ~ 30 m 위에 위치하도록 수직간

격을 조정하며 탐사를 수행하였다. 자력계의 정확한 위치정보

는 ROV에 장착되어 있는 USBL (Ultra Short Base Line)을 이

용하여 USBL 콘트롤러 PC에 수집되었으며 자력값과는 후처

리를 통하여 자력계의 정확한 위치를 일치시켰다(Fig. 4).

USBL은 DGPS와 음향통신을 이용하여 수중에서의 정밀한 위

치를 계산하는 장치이다. 

자력탐사는 2011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수행되었으

며 남북측선 13개와 동서측선 2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

다(Table 1). 남북측선은 100 m 간격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조

사구역은 TA25 해산의 칼데라 서쪽 사면이다(Fig. 1). 자력탐

사시 ROV가 해저면 가까이 내려가 계획 항적을 따라가면 연

Fig. 6.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Fig. 7. Magnetometer (left) and Data Logger (right) in ROV.

Fig. 8. Motion Sensor (Octans).

Fig. 9. Deployment of ROV.

Table 1. Log sheets of the three components magnetic survey

Date Line NO. Heading
Start Time

(UTC)
End Time

(UTC)

11.04.21

L-1(Pt1→Pt2) 180° 18:32:00 20:00:00

L-2(Pt3→Pt4) 0° 20:33:00 22:50:00

L-3(Pt5→Pt6) 180° 23:46:00 01:40:00

11.04.22

L-5(Pt7→Pt8) 0° 02:06:00 03:27:25

L-6(Pt9→Pt10) 180° 03:59:30 05:42:00

L-7(Pt11→Pt12) 0° 06:14:05 07:57:27

L-8(Pt13→Pt14) 180° 08:37:07 10:57:10

L-9(Pt15→Pt16) 0° 11:57:00 16:08:55

L-10(Pt17→Pt18) 180° 16:38:00 18:31:05

L-11(Pt19→Pt20) 0° 19:08:07 20:48:54

L-12(Pt21→Pt22) 180° 21:11:02 22:50:33

L-13(Pt23→Pt24) 0° 23:37:47 00:54:00

11.04.23
L-14(Pt24→Pt25) 270° 01:05:00 02:10:51

L-15(Pt26→Pt27) 90° 03:16:55 04: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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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선이 그 ROV 후미를 쫓아서 운항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Fig. 10은 심해 삼성분자력탐사 시 수행된 ROV

의 측선도인데 ROV는 USBL을 이용하여 계획된 측선을 따라

이동하였다. 자력계의 수심자료는 ROV에 부착된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하였으며 자력계의 해저면으로부터의 고도는 멀

티빔조사를 위해 장착한 고도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삼성분자력탐사는 총자기력선의 크기만을 측정하는 총자기

측정탐사와 달리 X (North), Y (East), Z (Vertical)의 세 벡터

값들을 각각 측정하여 탐사하는 방법이므로 탑재체의 자세에

Fig. 10. Tracks of ROV using USBL (Ultra Short Base Line).

Fig. 11. Illustration of the rotation of the yaw (ψ around ), pitch

(θ around ) and roll (ϕ around ) (PHINS Manual, 2011).

C

B′h A″

Fig. 12. Example profiles for raw data (blue) and processing data

(black) of X, Y, Z and total components in A-A' line. The

processing data were applied by the isezaki's method (1986) and

the rotation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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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롤, 피치, 요 보정이 필요하다. Fig. 11은 X, Y, Z 세 벡

터값에 대한 요(Y), 피치(P), 롤(R)의 회전을 정의하는 그림이

며 아래식은 이를 나타내는 행렬식이다. 

실제 현장자료는 요, 피치, 롤의 복합적인 Y→ P→ R의 연

속 회전상태에서 획득되므로 이 연속적인 회전상태는 아래 식

으로 표현된다(PHINS Manual, 2011).

H는 ROV에서 획득한 실측 지자기자료값(X', Y', Z')으로

ROV의 자세로 인한 방향성분이 반영된 값이며, F는 ROV의

자세가 보정되어진, 평형상태(ψ, θ, ϕ) = (0, 0, 0)의 원시 지자

기자료(X, Y, Z)이다(Fig. 11). 우리가 구하고자하는 지자기 값

은 평형상태의 값, F이지만 실제 현장자료는 ROV의 회전이

반영된 H로 이를 F로 보정해주어야 한다. 

즉, H = (RPY)F 일 때 F = (RPY)−1H이며, 이때 (RPY)−1의 행

렬은 아래와 같다. 

Fig. 12는 삼성분자력계의 X, Y, Z 벡터 및 총자기 원시자료

와 Isezaki 방법(1986)과 회전보정을 거친 후의 보정된 세 벡

터 및 총자기 보정자료를 보여주는 단면 예이다. 

이 보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및 주파수 필터

링 등의 과정을 수행한 후 각 방향성분의 값들과 총지자기장

값을 획득한다. 이 총지자기장 값에서 국제표준지자기장

(IGRF 2010: 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성분

을 제거한 후 자기이상을 산출할 수 있다. 

결 론

육상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점점 깊은 심해 해저 자원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심해 자원탐사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ROV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삼성분자력

계를 제작하고 이를 ROV에 장착하여 남서태평양 통가 해역

TA25 해산의 칼데라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해 열수광상 자력

탐사를 실시하였다. 

심해 열수광상 탐사는 심해 자력탐사, 지형조사, 영상탐사,

암석 샘플채취 등 여러 가지 탐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열수광상의 개발을 위한 광상의 정확한 분포 및 위

치 분석을 위해서는 자력탐사 자료와 해저 영상조사, 지구화학,

생물, 암석샘플 자료 등과의 비교연구가 수행된다면 더욱 유용

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부분 열수

광상의 크기가 지름 수백 m 이하로 작기 때문에 탐사방법을

해상자력계에 의한 광역적인 탐사보다는 본 탐사와 같이 심해

자력계에 의한 집중탐사가 열수광상지역을 탐사하는데 더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2010년도 ROV 탐사는 열수광상탐사의 첫 심해 탐사로써

ROV 운용, 해저지형조사, 심해 삼성분자력계 장착 등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탐사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시행착

오는 통가 탐사 및 다른 지역의 심해탐사를 위해서는 값진 경

험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ROV를 이용한 심해 삼성분자

력탐사 방법은 향후 심해 해저 광물자원개발 탐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자력계 외에 다른 지구물리 장비를 이용한 심

해 탐사에도 장비제작, 설치 및 탐사방법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1년 국토해양부의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PM56570)’ 및 2011년 한국해양연구원의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감시 체제 구축(PE98564)’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

국해양연구원 및 국토해양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사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김현섭, 정미숙, 김창환, 김종욱, 이경용, 2008, 해양 지구물리 탐

사를 이용한 해저열수광상 부존지역 탐지 방법, 지구물리와 물

리탐사, 11, 167-176.
Baker, E. T. and German, C. R., 2004, On the global

distribution of mid-ocean ridge hydrothermal vent-fields. In:

German, C. R., Lin, J., Parson, L. M. (Eds.) The Thermal

Structure of the Oceanic Crust and the Dynamics of Seafloor

Hydrothermal Circulation, Geophys. Monogr. Ser. 148, AGU,

Washington DC, 245-266.

De Ronde, E., Massoth, J. G. J., Baker, E. T., and Lupton, J. E.,

2003, Submarine hydrothermal venting related to volcanic

arc, Soc. Econ. Geol. Spec. Pub., 10, 91-110.

HMR2300 manual, 2011, HMR2300 SMART DIGITAL

MAGNETOMETER, Honeywell Co., 12.

Y = 

cosψ sinψ 0
sinψ– cosψ 0
0 0 1⎝ ⎠

⎜ ⎟
⎛ ⎞

P = 

cosθ 0 sinθ–
0 1 0

sinθ 0 cosθ⎝ ⎠
⎜ ⎟
⎛ ⎞

R = 

1 0 0
0 cosϕ sinϕ
0 sin– ϕ cosϕ⎝ ⎠

⎜ ⎟
⎛ ⎞

RPY( ) = 
cosψcosθ sinψcosθ sinθ–

sinψcosϕ– cosψsinθsinϕ+ cosψcosϕ sinψsinθsinϕ+ cosθsinϕ
sinψsinϕ cosψsinθcosϕ+ cosψsinϕ– sinψsinθcosϕ+ cosθcosϕ⎝ ⎠

⎜ ⎟
⎛ ⎞

RPY( ) 1–
 = 

cosψcosθ sinψcosϕ– sinθsinψ+ sinψcosϕ cosψsinθsinϕ+
sinψcosθcosψcosϕ sinψsinθsinϕ+ cosψcosϕ sinψsinθcosϕ+–

sinθ– cosθsinϕ cosθcosϕ⎝ ⎠
⎜ ⎟
⎛ ⎞



304 김창환·박찬홍

Isezaki, N., 1986, A new shipboard three-component magneto-

meter, Geophysics, 51, 1992-1998.

Ishibash, J. and Urabe, T., 1995, Hydrothermal activity related

to arc-backarc magmatism in the Western Pacific, In: Taylor

B (ed) Backarc Basins: Tectonics and Magmatism, Plenum

Press, 451-495. 

PHINS manual, 2011, PHINS USER GUIDE General

Introduction, IXSEA Co., II-6 ~ II-19. 

Tivey, M. A., Rona, P. A., and Schouten, H., 1993, Reduced

crustal magnetization beneath the active sulfide mound, TAG

hydrothemal field, Mid-Atlantic Ridge 26oN, Ear. Planet. Sci.

Lett., 115, 101-115.

Tivey, M. A., Schouten, H., and Kleinrock, M. C., 2003, A

near-bottom magnetic survey of the Mid-Atlantic Ridge axis

at 26oN: Implications for the tectonic evolution of the TAG

segment, J. Geophys. Res., 108(B5), 2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