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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esented three vector crustal magnetic anomaly components and six gradients by using spherical Slepian func-

tions over the cap area of 20o of radius centered on the South Pole. The Swarm mission, launched by European

Space Agency(ESA) in November of 2013, was planned to put three satellites into the low-Earth orbits, two in par-

allel in East-West direction and one in cross-over of the higher altitude. This orbit configuration will make the gra-

dient measurements possible in North-South direction, vertical direction, as well as E-W direction. The gravity

satellites, such as GRACE and GOCE, have already implemented their gradient measurements for recovering the

accurate gravity of the Earth and its temporal variation due to mass changes on the subsurface. However, the mag-

netic gradients have little been applied since Swarm launched. A localized magnetic modeling method is useful in

taking an account for a region where data availability was limited or of interest was special. In particular, computa-

tion to get the localized solutions is much more efficient and it has an advantage of presenting high frequency

anomaly features with numbers of solutions fewer than the global ones. Besides, these localized basis functions that

were done by a linear transformation of the spherical harmonic functions, are orthogonal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power spectrum analysis by transforming the global spherical harmonic coefficients. I anticipate in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ess in the localized modeling with the gradient measurements from Swarm and here will do discus-

sion on the results of the localized solution to represent the three vector and six gradient anomalies over the Ant-

arctic area from the synthetic data derived from a global solution of the spherical harmonics for the crustal

magnetic anomalies of Swarm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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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최적화된 스레피안 구면함수(spherical Slepian function)를 활용하여 남극을 중심으로 반경 20o 범위의 지

역에 지각 자기이상의 3개의 방향 성분과 6개의 구배성분들을 표현하였다. 2013년 11월 유럽 항공 우주국이 발사한

3개의 자력 위성인 Swarm은 궤도 전개를 통해 동서 방향의 구배값은 물론 남북 및 수직방향의 구배값을 얻을 수 있

도록 계획하였다. 이미 발사된 여러 중력위성들(i.e., GRACE and GOCE) 역시 이러한 구배값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

한 중력 이상값 및 지표에서의 시간에 따른 중력변화 연구등을 수행해 왔으나 자력 위성자료를 통해서는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한편 지역화 모델링은 관심 지역 또는 자료 분포의 제한인 지역인 경우에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전지구 모델보다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여 위성자료로부터 고해상도의 지각 자기이상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지구 구면조화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저함수들은 서로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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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orthogonality)이 유지되므로 스레피안 구면함수의 계수를 전지구 구면조화함수의 계수로 변환이 가능하여 스펙트

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Swarm 위성자료의 구배 성분을 이용한 지역화 모델링 방법은 앞으로 많은 활용

이 기대되며 여기서는 Swarm 위성자료로부터 얻어진 지각 자기이상값의 전지구 조화함수 계수 모델을 사용하여 자

기이상의 방향성분과 구배성분을 유도하고 이를 스레피안 구면 조화함수에 적용하여 관심지역인 남극지역의 방향 성

분과 구배 성분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의 하고자 한다. 

주요어 : 전지구 구면 조화함수, 스레피안 구면 조화함수, 구배값, Swarm 위성, 남극

1. 서 론

지난 2013년 11월 유럽우주항공국(European Space

Agency, ESA)에서는 정밀 자력계들을 탑재한 3개의

위성을 동시에 지구 궤도에 올려 지구 자기장의 변화

를 관측하기 시작했다(Haagmans & Floberghagen,

2014). Swarm 미션이라고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발사

후 5년 동안 지구 주변을 선회하면서 두 개의 위성은

서로 나란히 같은 고도인 약 450 km에서 관측을 수

행하며, 또 다른 위성은 이보다 높은 약 530 km 상

공에서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발사 초기에

는 두 위성과 다른 고도의 위성의 궤도각의 차이는

0.6o로 평행하게 돌다가 3년 후부터는 서로 90o를 이루

면서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지구 자기장을 관측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각 자기이상 자료로부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분과 정적인 성분을 높은 신호 대 잡

음비(Signal to noise ratio)로 분리할 수 있다. 

특히, 서로 나란히 공전하는 두 위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평 구배성분(East-West horizontal gradient

component)과 고도가 다른 위성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직 구배성분(vertical gradient component)을 통해

보다 자세한 자기이상의 특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궤도 방향에 대한 측정값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남북방향 구배(North-South horizontal

gradient)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각자기이상 지도를 제

작이 가능해졌다(e.g., Kotsiaros & Olsen, 2015). 따

라서 최근 들어 모든 구배성분을 활용한 구면조화함수

의 활용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Thebault

et al., 2013; Kotsiaros & Olsen, 2012; Du et al.,

2015).

전지구적(global) 접근과 달리 구면좌표계(spherical

coordinate system)를 활용하는 지역 연구(localized

study)에서는 주로 3차원 지하 이상체들의 구배효과를 모

델링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Bradley et al., 1991; Ravat

et al., 2002, Taylor et al., 2014) 특히, Asgharzadeh

et al.(2008)는 자기이상체를 구육면체(tesseroid)로 모델

링하여 가우스-르장드르 적분(Gauss-Legendre quadrature

integration)을 통해 구배성분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상체의 모델링 접근이 아닌 위성자료를 통한 자기이

상 연구는 구면캡 조화분석(Spherical Cap Harmonic

Analysis, SCHA)로 Haines(1985), Thebault et al.(2004)

등에 의해 소개되어 많은 지역연구에 활용되었지만(de

Santis et al, 1989; Gaya-Pique et al., 2005; Thebault

et al, 2006) 구배 성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지역 지각 자기이상 연구의 특징은 전지구

모델과 달리 지역적 특징에 따른 자료 처리 오차(data

reduction error)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점이다. 전지구

모델인 경우 외부자기장의 영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은 추가적인 자료처리가 필요하며

이 때 발생하는 처리 오차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반영된다(Kim et al., 2013). 특히, 높은 해상

도의 모델일 경우 이러한 오차는 단파장 영역대에서

함께 나타나며 모델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지역화된 지각 자기이상 모델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따

른 처리 오차로 인한 오차 전파(error propagation)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높은 해상도의 모델 제작

에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높은 해상도의

지각 자기이상 모델일 경우 많은 수의 모델계수

(spherical harmonic coefficients)의 개수가 필요한 전

지구 모델에 비해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계수의 개

수로도 원하는 지역의 이상값을 표현할 수 있어 효율

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모델링 방법의 하나인 구면 스

레피안 함수(spherical Slepian function, SSF)를 통해

자기이상 성분의 구배값들을 표현하려고 한다. Beggan

et al.(2013), Plattner & Simons(2014; 2015), Kim

et al.(2013)등은 이러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지구

나 화성의 지각 자기이상에 대한 지역 연구등을 수행

했지만 지역화 모델링을 통한 구배성분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처음 소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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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기존의 전지구적 구면조화함수(global

spherical harmonic functions)들을 재결합하여 원하는

지역에 맞는 기저함수들을 제작하는 모델 기법으로서

자기장을 각 방향으로 미분하여 관심지역의 구배값들

을 얻는다. 총 6개의 방향성분(Brr,Bθθ,Bφφ,Brθ=Bθr,

Brφ =Bφr,Bθφ =Bφθ) 중 라플라스 방정식에 의해(i.e.,

= 0,Brr +Bθθ +Bφφ = 0) 5개의 독립된 성분들로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Swarm 위성자료

를 이용한 전지구 자기이상 모델 계수(Thebault et

al., 2013)를 사용하여 남극을 중심으로 반경 20o인

지역의 자기이상의 방향 성분 및 구배값들을 지역화

모델링을 활용하여 관심지역에 최적화시키고 얻어진 예

측값들과 전지구 모델로부터 얻은 합성값들을 비교하

여 보기로 한다.

이 전지구 모델은 구면 조화함수 최대 차수(maximum

degree)가 65로 지표면을 기준으로 약 615 km 보다

짧은 파장의 특징은 표현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궤도

자료로부터 구배값들을 획득하여 지역 모델에 활용할

경우 보다 자세한 자기이상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지각의 지구조적 해석과 지질학적 증거

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2. 지구자기장의 구면 조화함수 분석

중력과 더불어 지구자기장(B )은 포텐셜필드(potential

field)로 표현이 가능하며, 닫힌 계(closed system)에서

자기포텐셜(magnetic potential, V )의 분포를 표현하는

라플라스 방정식(Laplace equation)을 만족한다. 구면좌

표계에서 이러한 2차 편미분 방정식의 해는 구면조화

함수(spherical harmonic function)로 표현될 수 있다.

지구자기장(Earth’s magnetic field)은 이러한 자기포

텐셜을 미분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θ, φ, r은 각각 남북방향인 여위도(θ, 0 ≤ θ

≤ π), 동서방향인 경도(φ, 0 ≤ φ ≤ 2π), 그리고 지구 중심

에서 지표방향의 성분(r)이며 식 (1)과 같이 각각의 방

향에 따라 그 성분을 표현할 수 있다.

(1)

위 자기포텐셜은 자기장을 생성시키는 원인(source)

의 위치에 따라 내부 자기포텐셜(Vi)과 외부 자기포텐

셜(Ve)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V = Vi + Ve).

본 연구에서는 지구자기장이 외핵 및 지각에 의해서만

발생된다고 가정을 하였으며, 자기권(magnetosphere)

과 같은 위성의 관측 고도 바깥쪽에 원인을 두는 외부

자기포텐셜 부분은 논외로 한다.

이러한 자기포텐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플라

스 방정식을 만족시키며 그 해(general solution)는 식 (2)

와 같이 구면 조화함수(spherical harmonic functions)

로 표현된다.

(2)

여기서 사용되는 a는 지구의 평균 반지름을 나타내

며, eimφ과 γn
m은 각각,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

과 가우스 계수(Gaussian coefficients)의 복소수 형태

로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i는 허수이며 n, m은 구면조화함수의 차수

(degree) 및 계수(order)이며, gn
m, hn

m역시 가우스 계

수로 불려진다. 또한 Pn
m(cosθ )는 준 슈미트 정규화된

르장드르 연관함수(Schmidt semi-normalized associated

Legendre function, SSALF)로 1939년 국제 지자기

및 대기 물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

magnetism & Aeronomy)에서 지구 자기장의 구면조

화함수 표현에서 사용되는 함수로 정식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다(Winch et al., 2005).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지구자기장의 각 방향의

성분을 식 (3)처럼 표현할 수 있으며

 (3)

∇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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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Pn
m(cosθ)/dθ는 SSALF를 θ방향로 미분한

함수값들이며 다양한 재귀공식들(recursive formulae)

로 구할 수 있다(i.e., Langel, 1997; Backus et al.,

1996). 위의 B에 대한 각 성분들은 위성에서 방향자력

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성 자력계에서 측정되는 성분은 지구내부의 원

인으로 인한 자기성분 뿐 아니라 앞서 언급된 우주 및

대기에서 발생되는 자기성분과 이 밖에 태양 및 달의

인력으로 인해 움직이는 해양의 흐름을 통해 발생되는

자기 성분 및 오차성분등이 포함되어 있다(Sabaka et

al., 2015). 이들을 정확히 분리(reduction)해 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이며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

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력 구배(magnetic gradient)는 이들 자기장 성분

들을 또 다시 방향별로 미분하여 얻는 텐서(tensor) 행

렬이며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4)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 9개의 성분 중 6개가 독

립적으로 나오지만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므로 대

각형렬 성분 중 하나는 이 방정식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6개의 성분들을 구면조화함수 식을 이

용하여 식 (5)처럼 나타내었다. 

(5)

(5)

식 (5)에서 르장드르 연관함수의 이차 미분(second

derivative) 역시 d 2Pn
m(cosθ)/dθ 2 재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3. 지역화된 구면 스레피안 함수

SSF는 일종의 공간 및 스펙트럼을 제한시킨(spatio-

spectral limited) 구면조화함수(spherical harmonic

functions)의 변형으로서 주어진 지역의 경계조건 안에

서 그 신호가 최대가 되고 경계조건 밖에서는 신호가

최소가 되도록 하게 하는 일종의 다중윈도우(multi-

taper) 필터기능의 함수이다(Simons et al., 2006). 이

방법은 기존에 지역 모델링으로 널리 사용된 구면 캡

조화 함수(SCHA, Haines, 1985; Thebault et al.,

2004)에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정수가 아닌(non-

integer) 차수(degree) 및 선택적(차수의 짝수와 홀수가

다른 수식의) 직교성과 그리고 복잡한 경계조건들을 사

용하지 않고, 기존의 전지구를 포함하는 구면조화함수

를 활용하여 원하는 지역에 적합한 파장의 특징을 표

현할 수 있다. 

또한 구면조화함수를 사용하는 모든 연구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지구물리분야에서는 포텐셜 필

드인 중력 및 자력 연구등에 활용할 수 있다. 중력분

야에서는 Han et al.(2008)과 Han(2008)에서 지진 발

생으로 인한 중력변화 및 달의 지역화된 중력모델등을

연구했으며 자기분야에서는 Kim & von Frese(2013) 과

Kim(2015)에서 지역화된 지구자기장의 영년변화 및 영년

가속도의 급변 연구와 Beggan et al.(2013), Plattner

& Simons(2014)에 위성자료를 통한 자력 연구등에서

SSF의 활용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 또한 전반적인

SSF의 수식등에 관한 전산 코드(i.e., MatlabT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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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g et al.(2015)에서 참조하여 활용하기 바란다.

SSF에 대한 이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면조화함수부터 시작하

기로 한다. 앞선 식 (2)을 주어진 구평면(unit sphere,

Ω)의 표면에서 간략히 표현하면

 (6) 

이 때 Yn
m(θ,φ) = eimφPn

m(cosθ )로 표현하며 Pn
m(cosθ )

는 SSALF로 정규화된 함수이다. 이 때 구면조화함수

는 직교성(orthogonality)이 성립하여(i.e., Winch et al.,

2005)

처럼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δnn’는 Kronecker 델

타(delta)로 다음과 같이 연산한다.

SSF는 이러한 전 지구를 표현하는 구면조화함수를

구면상의 원하는 지역(R )으로 지역화(localization)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식 (6)은 다시

(7)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g
α
, S

α
(θ, φ)는 각각, 스

레피안 계수와 지역화된 구면 스레피안 기저함수(SS

basis function)라 할 수 있다. 

이 SS 기저함수들은 구면조화함수와 지역(R )에 최

적화된 구면조화함수의 선형 조합(linear combination)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

이 때 g
α,nm는 구면조화함수에서 지역화된 기저함

수로 변환해주는 계수(또는 고유)행렬로 기존의 구면조

화함수들을 새로이 조합하게 할 행렬이 되며 또한 직

교성(orthogonality)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행렬은 전체의 구면조화함수의 에너지(power)에

대해 원하는 지역(여기서는 θ0을 반경으로 하는 구면

캡 지역)에서의 에너지의 비(ratio)를 최대로 하는 문제

로 접근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9)

라 할 때 λ
α
를 계산한다. 식 (9)에서 S

α
(θ,φ)를 식 (8)로

대체하고 g
α,nm가 직교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λ

α
는 이

중 조화함수의 적분을 나타내는 행렬(D)의 특이값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서 고유치(eigenvalue)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 (9)를 행렬로 표현한다면

  

가 된다. D는 원하는 구면캡을 북극(North Pole)로 하

여 φ를 2π로 한다면

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계수가 증가할 때 마다

(n −m + 1)2 개의 행렬로 계산되며 결국 (N + 1)2×

(N + 1)2의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을 이루며 이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 D의 연산은

Grunbaum et al. (1981)와 Wiezorek & Simons(2005)

에서 간략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으며 북

극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면조화함수의 회

전(e.g., Ivanic & Ruedenberg, 1996)을 이용하여 원

하는 지역의 중심으로 고유벡터들을 전환시킬 수 있다.

만약 원하는 지역이 구면 캡 형태가 아니라 임의의 구

면다각형(spherical polygon)일 경우 D의 계산은 복잡

해지며 이에 대한 설명은 Simons & Wiezorek(2005)

과 Harig et al.(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4. 전지구 구배 성분과 지역화된 구배 성분

이러한 SSF를 활용하여 원하는 지역에서 자기이상

의 구배값을 얻기 위해서는 식 (6)과 식 (7)에서의 자

기포텐셜 V 대신 식 (3)과 (5)에서 표현된 과 구

배값들을 적용시켜 지역에 최적화 시킨다.

Fig. 1에서는 남극을 중심하여 남위 35o 이남의 지

역에 대하여 지각 자기이상에 대한 3개의 방향 성분

(Br, Bθ, Bφ)과 6개의 구배 성분(Brr, Bθθ, Bφφ, Brθ, Brφ,

Bθφ)을 표현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전지구의 지각 자기

이상값을 표현한 조화함수의 계수는 Thebault et

g
T

Y
T

Yg

g
T

g
------------------- λ, g

T

Y
T

Yg λI g
T

Dg,= = = g
T

g∀ 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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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5)가 Swarm위성의 초기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최대 차수 65의 모델로, 지표면에서 약 615 km 정도

의 최소 파장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외핵으로

부터의 지구자기장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차수가 16부

터 사용되었다. 관심지역은 붉고 굵은 실선으로 표시

된 남위 70o 이남으로 남극을 중심으로 반경 20o 인

지역이다. 또한 남극해에는 여러 판들의 경계(Bird et

al., 2002)들이 파란 실선으로 표현되었고, 지질연대에

따른 등시선연대(isochron age) 경계들이(Seton et al.,

2012) 붉고 가는 실선으로 표현되어 자기이상과의 관

계를 나타내었다. 

Fig. 1a는 자기이상의 수직성분(아래쪽이 음의 방향)

을 나타낸 지도로 특히, Fig. 1d에서 표현된 수직 구

배성분과 비교해 볼 때 메리버드랜드(Marie Byrd

Land, MBL) 지역의 음의 이상대가 확연히 두 개로

나뉘어져 남쪽의 휘트모어 산맥(Whitmore Mountains)

지역과 북쪽의 아문센만(Amudsen Embayment)에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윌크스 분지(Wilkes

Subglacial Basins, WSB)와 남극횡단산맥(Transantarctic

Mountains, TAM)지역 역시 수직성분 이상값에서는 하

Fig. 1. Predictions of the crustal magnetic anomaly component and its gradient fields over the South Pole region below 35oS

at the altitude of 400 km from the global spherical harmonic coefficient model by Swarm data (Thebault et al., 2014) for the

harmonic degrees between 16 to 65. Panels of a, b, & c are the three components of the magnetic vector (B
r
, Bθ, Bφ). The unit

is nT(nanotesla); from d to i are six elements of the magnetic gradient tensor (B
rr

, Bθθ, Bφφ, Brθ, Brφ, Bθφ), respectively. The

unit is pT(picotelsa)/m (or nT/km); The blue solid line is delineated by the plate boundaries from the model by Bird et al.

(2013); The red dotted lines are isochrons by Seton et al. (2013); The thick red solid circle is the area of the radius of 20o

about the South Pole for the localized Slepian modeling in this study. a) & d) have annotations of Antarctic province; AME,

Amudsen Embayment; WMM, Whitmore Mountains; MBL, Marie Byrd Land; TAM, TransAntarctic Mountains; WSB,

Wilkes Subglacial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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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표현되는 특징이 수직구배성분 지도에서는 두 개

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러한 구배 성분값들은

같은 고도의 방향성분 값들보다 보다 자세한 지질학적

해석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성고도에서의 자기이상 특징들을 전지구

조화함수를 이용하여 모델을 제작하면 총 4,100 개의

(662 - 162) 가우시안 계수(즉, 식 (6)의 γn
m)가 요구되지

만, 반경 20o의 관심지역만을 한정시켜서 지역화

(localized)된 모델을 제작한다면 식(9)에서 총 4,365

개(= 662)의 계산된 고유치(eigenvalue)들 중 0에 가까

운 값들을 제외한 0.01 보다 큰 값들을 갖는 211개의

고유치값들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들을 기저함수들을 활

용하여 211개의 스레피안 계수(즉, 식 (7)의 g
α
)로 관심

지역의 이상값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개수는 전지구

모델에 필요한 계수의 5% 정도에 해당되는 개수이며

연산 능력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언급한 다중 윈도우의 필터제

작과는 다른 접근으로 각각의 고유함수가 지역에 최적

화된 기저함수 역할을 하여 기존의 구면조화함수의 계

수들을 지역에 적합한 필터로 제작하는 접근하는 대신

지역에 최적화된 새로운 기저함수들을 활용하여 각각

의 기저함수의 계수들을 역산(inversion)을 통해 계산

한다. 즉, 각각의 기저함수의 계수값들은 기저함수가

갖는 특징의 스칼라 곱으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특정

의 지역화된 기저함수의 계수 크기를 통해 여러 자연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다(Han et al.,2008; Kim and

von Frese, 2013). 또한 적절한 기저함수의 개수는 총

고유값의 합인 샤넌 개수 (Shannon number)를 통해

Fig. 2. The crustal anomaly predictions of the magnetic vector components and its gradients over the South Polar region

from 211 Slepian coefficients. The figure format is the same as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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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적합한 고유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보다 역산

으로 계산되어지는 계수모델이 측정값들을 잘 예측하

는가에 대한 오차분석과 이에 따른 신호대잡음비

(Signal-to-Noise Ratio)를 통해 기저함수의 개수로 정

해질 수 있다(Simons and Dahlen, 2006; Platnner

and Simons, 2014; Han, 2008; Slobbe et al. 2012).

여기서는 실제 관측자료가 아닌 모델계수로 부터 합성

된(synthesized) 가상의 관측값을 활용하였고, 모델의

정확도에 초점을 두어 대략적인 개수를 선택하였다. 이

에 대한 최적의 기저함수의 선택은 보다 자세한 모델

역산과 오차분석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

하기로 한다.

Swarm 모델에서 예측된 지각 자기이상의 벡터성분

값들을 합성하여 이를 관측값으로 간주하여 211개의

SSF 기저함수를 사용하여 역산을 통해 스레피안 계수

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이상 방향성분값

및 구배값들을 표현하였다(Fig. 2). 여기서 붉은 실선으

로 표현된 반경 20o 지역 경계밖으로 일부 이상값들이

표현되었으나 이는 모델에서 경계부근의 관측값들을 정

확히 예측하기 위해 낮은 eigenvalue를 가지는 기저함

수들의 영향으로 보이며 만약 이러한 기저함수들을

211개에서 제외시킨다면 경계밖에서의 값들을 보다 효

과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겠지만, 더불어 경계 안쪽 부

근의 값들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Fig. 3과 Table 1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관심 영역 내

에서는 입력값과 계산값 사이의 오차가 거의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선택된 기저함수들만으로 관심

지역내에서의 자료들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화 모델링 기법은 특히, 외부자기장의 활

Fig. 3. The difference between the crustal vector anomaly and gradient predictions from localized spherical Slepian

coefficients and the synthesized ones from the Swarm global spherical harmonic coefficients over the area of the radius of

20o about the South Pole. 



구면 스레피안 함수로 표현된 지각 자기이상값과 구배 성분 277

Table 1. Statistics for spherical Slepian modeling.

Input data Difference Comparison

Statistics Max. Min. Avg. Std. Max. Min. Avg. Std. C.C. RMS

Br (nT) 9.41 -9.50 0.03 3.08 0.83 -0.57 0.00 0.08 0.99 0.08

Bθ (nT) 7.64 -5.88 0.05 2.25 0.40 -0.33 0.07 0.06 0.99 0.06

Bφ (nT) 8.13 -4.68 -0.01 2.20 0.20 -0.17 0.00 0.04 0.99 0.04

Brr (pT/m) 0.038 -0.047 0.001 0.013 0.005 -0.005 0.000 0.001 0.998 0.001

Bθθ (pT/m) 0.030 -0.029 0.000 0.009 0.005 -0.006 0.000 0.001 0.996 0.001

Bφφ (pT/m) 0.029 -0.031 -0.000 0.008 0.000 -0.000 0.000 0.000 0.999 0.000

Brθ (pT/m) 0.026 -0.036 -0.001 0.001 0.007 -0.007 0.000 0.001 0.997 0.001

Brφ (pT/m) 0.041 -0.023 0.000 0.009 0.001 -0.002 0.000 0.000 0.999 0.000

Bθφ (pT/m) 0.012 -0.015 0.000 0.004 0.001 -0.001 0.000 0.000 0.999 0.000

The input data within the area of interest are synthesized from global spherical coefficients and the differences are between the

input and modeled estimate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C.C.) and root mean squares (RMS) of errors are shown as well.

Fig. 4. Predictions of the crustal magnetic anomaly component and its gradient fields outside the area of the radius of 20o

about the South Pole at the altitude of 400 km from the spherical Slepian harmonic coefficients of 3,889 (652 – 211). These

predictions outside the red circle are the same as the Swarm global spherical harmonic synthesis as in Fig.1. The annotations

and legends used in the figure are the same as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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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다른 지역보다 극심하고 다양한 남극지역인 경우

보다 세밀한 자료처리를 통해 외부 자기장의 효과를

분리해 내어 지각 자기이상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오차를 줄인 자료값으로부터 짧은 파장의 특징들

을 표현하기 위해 높은 해상도의 모델을 제작할 경우

전지구 모델에 비해 훨씬 적은 개수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 계산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지역화된 함수값들을 제외한 나머지 스레피

안 함수들, 즉 3,889개의 함수들을 활용하여 반경 20o

밖의 지역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지역을 제외한 모든 값들이 적절히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각각의 SSF의 계수들을 전지구 조화함수의 계

수들로 전환시켜 계수들의 파워스펙트럼(Lowes et al.,

1966)을 계산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연구지역의 계

수(Fig. 5의 붉은 선)들의 파워(power)의 합은 전체

전지구 계수들의 파워의 합의 대략 9%의 파워를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에 따른 자기이상의 특

징들과 더불어 각각의 지역에 따른 에너지의 비교도

가능할 수 있다. 예로, 자기이상의 대륙 및 해양의 특

징을 비교할 때(e.g. Beggan et al., 2013) 이러한 스

펙트럼 비교를 통해 지역에 따른 파장의 특징과 에너

지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겠다. 

지역화 연구는 전지구적으로 분포가 일정한 자력 위

성자료라 하더라도 태양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지자

극 지방(geomagnetic polar region)이나 지자기 적도

(geomagnetic equator)를 따라 흐르는 제트전류(적도

제트류, Equitorial electrojet)로 인해 자료처리 및 오

차가 지역에 따라 변화할 때 이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

적 지각 자기이상값을 추출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지역적으로 불균형적인 자료의 분포나 처

리오차의 분포를 가지고 전지구 모델을 제작할 때에는

단순히 그 지역에서의 오차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의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i.e, Kim et al.,

2013)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5. 결 론

지역화된 구면 조화함수를 기저함수로 활용하여 제

한된 지역에서의 지각 자기이상값에 대한 방향성분과

6개의 구배값들을 표현하였다. 2013년 11월 유럽 항공

우주국이 발사한 Swarm 위성 미션은 3개의 위성을

동시에 궤도에 올려 지구의 자기장을 관측하는 위성군

(constellation)으로서 이 중 2개는 동서방향으로 나란

히 극궤도를 선회하며 나머지 1개는 좀 더 높은 고도

에서 이를 가로질러 자기장을 측정하고 있다. 이 미션

은 이러한 특징적인 궤도 배열을 통해 다양한 지역시

간대(local time zone)에서의 지구자기장 변화를 파악

하고 보다 정확한 지각 자기이상값을 획득할 수 있다

(Haagmans & Floberhagen, 2014). 또한, 평행궤도의

두 위성자료로부터 지구자기장의 수평 구배성분을 유

도 낼 수 있으며 이러한 구배값들은 측정값으로부터

지각 자기이상값을 분리할 때 문제가 되는 외부자기장

의 성분을 제거를 용이하게 해준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자기이상의 구배값을 활용하

는 연구는 활발해 질 것이며 이미 중력 위성(i.e.,

GRACE and GOCE)에서는 이러한 구배값을 활용하여

지진발생의 기작 연구(Wang et al., 2014; Fuchs et al.,

2013; Li & Shen, 2015), 남극 해빙연구(Bouman et

al., 2013), 맨틀의 분포(Panet et al., 2014)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지각의 중력구배 연구(Bouman

et al, 2015; Ebbing et al., 2013)등도 이루어지고 있

는 중이다.

또한 지역화된 구면 조화함수를 활용하는 스레피안

모델링 기법은 전지구 모델링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

점들이 있다. 

1)지역적인 자료 처리를 통한 해석이 가능하며(i.e.,

de Santis et al., 1989; Taylor et al., 2014;

Fig. 5. Comparison of the power spectrum (Lowes, 1966)

curves; Black circle and line is from a set of global

spherical harmonic coefficients of degree 16-65; Red

cross(+) and line from a set of transformed (global)

coefficients from 211 Slepian coefficients; Blue ex(x) and

line from a set of transformed (global) coefficient from

3,889 Slepian coefficients representing the fields outside

the area of interest. Note that there are some power below

degree 15 that were averaged out to nullity in the fields

from both sets of Slepian coefficients,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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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07; Ravat et al., 2002)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기변화로 인한 자료 처리

오차를 구분하여 지역에 따른 모델링에 적용시킬

수 있다. 전지구 모델일 경우 이러한 지역적인 오

차는 전체 모델 오차에 영향을 준다.

2)자세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의 모

델을 제작할 경우 전지구 구면조화함수보다 훨씬

적은 수(~5% 내외)의 모델변수를 적용할 수 있

다. 이는 계산 용량 및 부하를 가볍게 해주며 추

가된 자료에 따른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해준다. 

3)자유롭게 전지구적 모델과의 전환 및 이에 대한

파워스펙트럼 분석 역시 가능하여 지역에 최적화

된 이상값들의 특징들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관심지역의 고해상의

지상 및 항공자료와 위성 고도에서의 구배값들을 병합

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고해상도의 지각 자기이상 모델

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연속적인 고도에 따른

자기이상값의 변화를 예측하고 (i.e., von Frese et

al., 1999; Kim et al., 2005) 이에 적합한 지구조 및

지질 해석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차원에

서 아직까지 소개된 바 없는 스레피안 구면 함수를 활

용한 구배값들의 모델링 기법은 다양한 지역 연구에서

많은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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