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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45년에 해방된 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질과학 분야와 자원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조, 경쟁하면서

두 학문 분야를 발전시켜 왔다.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지구물리 분야와 물리탐사 분야는 범위가 더 넓은 위 두 학

문 분야 안에서 각각 자신의 분야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구물리 분야와 물리탐사 분야의 전

문가들은 자신의 분야를 다루는 독립적인 학회가 필요함을 느끼고 학회의 설립을 위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1997년에 이

르러서는 두 분야가 각각 학회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두 분야를 아우르는 하나의 학회를 설립할 것을 논의한 바 있으나,

결국 1998년에 들어와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이후 한국물리탐사

학회로 바꾸었음)를 각각 따로 설립하였다. 양 학회의 설립 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7 ~ 8 년이 지나는 동안, 양 학회

가 다루는 분야들 중 서로 겹치는 분야가 많은 점, 많은 회원이 양 학회 모두의 회원인 점 등의 이유로, 양 학회의 많은

회원들이 양 학회가 통합하여 하나의 학회가 될 것을 바란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양 학회의 회장단도 이 의견을 받아들

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을 논의하였고, 결국 2007년에 양 학회가 통합하여,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를 설립하

였다. 2007년에 통합, 설립한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는 그 후부터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지질과학 분야, 자원공학 분

야의 다른 학회들과 활발히 서로 협조, 경쟁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

메리카 대륙 등 태평양을 둘러싸는 지역들의 외국 학회들과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세계의 지구물리, 물리탐사 분야의 발

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어: 지구물리, 물리탐사, 대한지구물리학회, 한국물리탐사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Abstract: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Korean specialists in the field of geological 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have developed two disciplines through the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ith each other. Specialists both in

the geophysics and in the geophysical exploration, who share much, have developed their own fields deeper and broader.

Since the late 1990s, specialists in both fields felt the

need for an independent society to deal with their

fields and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such a

society. In 1997, they discussed to establish a unified

society which integrates both fields instead of separated

societies. However, in 1998, the Korean Geophysical

Society and the Korean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were separately established due to some

practical problems. During 7 ~ 8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societies, many members of

the two societies intended that the two societie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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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 into a single comprehensive society based on the facts that many fields of each society are overlapped and

naturally many members of one society are the members of the other society. The leaders of the two societies accepted

these opinions also and began to discuss thoroughly the integration from 2005. Eventually, in 2007, the two societies

successfully integrated and established the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The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continues to cooperate and compete with other societies of geological 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in Korea and in circumpacific area including Asia, Oceania and America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geophysics and geophysical exploration.

Keywords: geophysics, geophysical exploration, Korean Geophysical Society, Korean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서론 – 우리는 누구인가?

모든 학문의 가장 밑바탕에는 논리학, 수학이 있고, 그 위에

같은 격으로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등 모든 과학을 놓을 수 있다.

이 중 자연 과학을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수학에 더

가까운 것을 수학에 더 가깝게 놓는다고 하면, Fig. 1의 오른

쪽 위와 같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 과학(지질학으로 대

표함) 및 각 두 가지와 깊이 관련된 학문 분야들을 놓을 수 있

다. 이 때, 생물학과 지질학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되는데,

이 문서는 지질 과학에 더 가까우므로 지질학을 가장 위에 놓

은 것이다. 지구물리학(geophysics)의 뜻매김은 ‘지구(땅)의 지

질학적 성질을 물리학을 수단으로 해석하는 지식/학문 체계’이

고, Fig. 1의 “지질학”과 “물리학”을 종합하는 “지구물리학”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공학에서 지하 자원 등을 찾아서(탐사) 캐고(채굴) 골

라서(선광) 실제 활용할 수 있게 하는(제련) 분야를 “자원 공

학”이라고 할 때, “물리탐사”는 Fig. 1에서 “지질/광상 조사”

단계의 다음 단계인 “지구물리/지구화학 탐사” 단계의 큰 부분

을 차지하는 응용 과학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분야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있어서 서로 다르

지만, 학문적인 바탕은 서로 같으며, 따라서 서로 사이에 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에서도

지구물리와 물리탐사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구물리와 물리탐사가 초기에

는 서로 다른 학회를 설립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했지만,

회원들이 스스로 위와 같은 유사성을 인식한 후, 서로 함께 활

동하기 위하여 두 학회가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로 통

합하여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 보고에서는 독립된 학회가 없던 단계부터 시작하여, 두

학회의 설립 및 활동, 한 학회로의 통합 및 활동의 과정을 기

술할 것이며, 이 자료가 앞으로 통합 학회의 역사 자료의 요약

으로 여겨지기를 바란다.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의 

설립 전의 활동 

이 장에서는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의 설립

전의 활동을 기술한다. 순서는 대한지구물리학회와 관련한 것

을 먼저, 그 다음에 한국물리탐사학회와 관련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순서를 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한지구물리학

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를 설립하고 난 뒤, 예를 들어 두 학회

가 공동 심포지엄을 여는 등의 경우에 두 학회의 이름을 나란

히 써야 하는데, 그 순서에 대해서 두 학회의 대표들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즉, 1) 지구물리(geophysics)가 물리

탐사(geophysical exploration)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2) 한글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할 때 대한지구물리학회가 한국물리탐

사학회보다 앞선다. 3) 영어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할 때

Korean Geophysical Society (KGS)가 Korean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KSEG)보다 앞선다. 비슷한 이유로

두 학회가 통합할 때 통합한 학회의 이름을 한국지구물리·물

리탐사학회로 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 학회가 주도적으로 주최를 하는 것이 명백

하여 그 학회의 이름을 앞세우는 경우 외에는 언제나 대한지

구물리학회, 한국물리탐사학회 순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이

러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회원들이나 회원이 아닌 독자들

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ig. 1. Positions of geophysics on science classification and

geophysical exploration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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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구물리학회 설립 전의 활동

우리나라 지구물리 분야의 활동은 1963년 3월 미국지질조사

소(USGS)가 세계표준지진관측망(WWSSN)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 세계 표준 지진계 1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77년 4월 기상청이 서울과 광

주에 일본의 Katsushima 지진계를 설치하여 1980년까지 운영

하였다. 1978년 10월 7일 홍성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

였을 때 서울대 정봉일, 이기화 등이 과기처 조사단의 일원으

로 지진의 원인과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Fig. 2). 이 연구는

국민들에게 지구물리학 연구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린 계

Fig. 2. A newspaper article on the results of the Hongseong earthquake by the research group consisting of Jeong, Bong Il and Lee, Ki Hwa

and others, published in The Gyeonghyang Newspaper on October 16, 197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

1984032700329211001&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3-27&officeId=00032&pageNo=11&printNo=11845&publishType

=00020, 19 October 2017 Ac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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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 홍성 지진 이후 기상청도 본격적으로 지진관측망

을 확충하였다. 1980년 Teledyne-Geotech 사의 단주기 아날로

그 지진계를 도입하여 서울, 광주, 부산, 강릉, 서산, 추풍령 등

6 개 지점에 설치하여 광역적인 지진 관측망을 운영하게 되었

다. 한편, 한반도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성균관대학교의

Shim (1968)은 일본에서 1967년 8월 13일에 발생한 심부지진

의 메카니즘을 분석한 바 있다.

국내 학술지에 소개된 중력 연구의 첫 논문은 국립지질조사

소(현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장정진(Chang, 1969)에 의

한 것으로 미국 코네티컷주 남부의 트라이아스기 계곡에서의

중력 탐사에 대한 것인데, 이 뒤로 1970년대에는 중력 연구도

활발히 시작되었다. 심운택(Shim, 1971)은 LaCoste and

Romberg 중력계를 이용하여 중력을 측정하고, 기존 자료를 함

께 사용하여 한반도의 지각 두께를 계산하였다. 최광선(Choi,

1986)은 전국에서 1,666 점에 이르는 중력을 측정하여 지각 구

조 연구를 위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산악과 도서 지역

의 기존 중력 자료 152 개 지점을 합하여 1,818 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각 구조, 지각 평형, 편평도와 지오이드를 계산하

는 지구물리와 측지학적 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분석을 하였다.

1980 년대에는 해외에서 공부하던 학자들이 귀국함에 따라

지구물리 분야의 기틀이 다져지고, 국내 각 대학의 지질학과

Fig. 3. A photograph taken in 1984, Professor Lee, Ki Hwa and

colleagues pose during their ‘Yangsan Fault’ survey.

Fig. 4. A newspaper article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Yangsan Fault published in the Gyeonghyang Newspaper on March 27, 1984 (http://

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032700329211001&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3-

27&officeId=00032&pageNo=11&printNo=11845&publishType=00020, 19 October 2017 Ac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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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어 전문 인력이 양성되기 시작했다.

 지진 분야에서는 일본의 Ichikawa, Masuji 로부터 제공받은

1926년 ~ 1943년 동안의 한반도의 지진 기록을 분석하여 한

반도의 계기 지진 활동을 담은 최초의 논문이 발표되었다(Lee

and Jung, 1980). 한반도의 지진 활동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

한 양산 단층대의 활성 여부와 관련하여 학계에 커다란 논쟁

을 불러일으켰다(Fig. 2, Fig. 4).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1980

년대 초반 - 중반에 활동하던 한반도 지진 활동 연구 협의회

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활성 단층 파쇄대의 수

평, 수직 구조를 지구물리학적 방법에 의해 규명해 낸 국내 최

초의 연구로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Lee et al., 1984).

국내의 고지자기 연구는, 김봉균(Kim, 1964)이 ‘연천 및 포

Fig. 5. A paper on magnetic mineralogy in paleomagnetism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ing and Geology (Kim,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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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역의 현무암에 대한 고자기 연구’를 지질학회지에 발표

한 것이 아마도 시초일 것이고, 1980 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

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광산지질”에 김광호와 민경덕(Kim

and Min, 1981)이 ‘무정위 자력계에 의한 암석의 잔류 자기 측

정법’이라는 고지자기 측정 기기에 대한 논문과 김인수(Kim,

1983)가 ‘고지자기학 연구를 위한 자성 광물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Fig. 5). 1990 년대에는 경기 육괴, 옥천대, 영남 육

괴, 경상 분지, 포항 분지 등 남한 지역 전체에 분포하는 신생

대, 중생대, 고생대의 다양한 지질 시대의 화성암 및 퇴적암에

대한 고지지기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1990 년대는 우리나라 지구물리학의 발전기이다. 1991년부

터 전국적인 on-line 관측 시스템이 도입된 지진 관측망이 설

치되었고, 실시간 중앙 집중식 기록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러한 지진 관측망의 급속한 확대는 한반도 내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관한 연구를 획기적으로 촉진시켰다.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큰 양산 단층대에 설치, 운영되는 국지 지진

관측망에서 얻어진 지진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와 양산 단층

인근 지역의 지진 위험도 분석에 핵심이 되는 지진 지반 운동

의 예측 공식을 국내 최초로 도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절

에 소개된 내용의 일부는 대한민국 학술원이 발간한 “한국의

학술연구(자연과학 편 제 7 집: 지질과학)”의 VI. 지구물리학

(Lee, 2006)에서 발췌하였다.

한국물리탐사학회 설립 전의 활동

1946년에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립할 때 공과대학에 9개 학

과를 설립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채광학과였다. 이 학과는

1959년에 광산학과로, 1969년에 자원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

면서 전공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1962년에 대한광산학회

가 창립되었고, 1973년 11월 2일 물리탐사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물리탐사 전공 분야에서도 학술 활동이 이루어

졌다.

국립지질광물연구소(현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와 서울대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물리탐사는 개척 시기(1958 ~

1979)를 맞았다. 국제 협력을 통한 항공 자력 탐사와 대륙붕

석유 물리탐사에서 시작한 현장 물리탐사는 광산과 관련된 자

원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용 지하수 탐지, 군사 분야의 땅

굴 탐지, 포항 지역 석유 자원 탐사, 우라늄 탐사로 영역을 넓

혀 나갔다. 이어 지하자원, 지하수, 건설 및 지반, 환경 등 분

야에 대한 탐사를 개척하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Fig. 6은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대륙붕 석유 물리탐사와 관련한 활동

의 한 예를 보인다.

1976년에 국립지질광물연구소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자

원개발연구소로 개편, 발족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물리탐사 기

술의 본격적 활용 시대가 열렸지만, 1970 년대 후반까지는 기

술 자립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한 활용 분야도 다양하게 개척되어 있지 못하였다.

1980 년대 초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ADB 차관을 통하여

디지털 물리탐사 기자재를 도입하여 항공 탐사, 대륙붕 탐사,

지하 심부 탐사의 기술 자립과 디지털 장비의 활용으로 대규

모의 물리탐사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된 이후에야 물리탐사 기

술을 국제 수준으로 도약, 자립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전국

토를 대상으로 항공 자력도 및 방사능도를 최초로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석유 탐사를 위한 탐사 자료 획득과 처리 기술의

자립화와 더불어 합성 탄성파 기록의 작성, 구조 보정 등 소프

트웨어 개발에도 매진하여 탄성파 탐사 자료 처리도 자체적으

로 할 수 있게 되었다. Fig. 7은 대한광산학회지에 발표된 시

간영역 과도 전자탐사(Time-domain Transient EM (TEM)

Exploration) 연구의 한 예이다(Lim and Hyun, 1984). 

이러한 자료 처리 및 해석 기술 자립화를 통해 우리나라 최

초의 물리탐사 전용 선박인 탐해 2 호의 건조(1996년)를 통해

획득한 대륙붕 탐사 기술 확보는 물론 외국에 대한 탐사 용역

사업으로의 진출도 이루게 되었다. 또한 ADB 차관에 의하여

도입한 전기 및 전자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진들은

심부 물리탐사 기술 확립과 정량 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여, 심부 전기 및 전자 탐사 기술을 자립

화, 고도화하였다. Fig. 8은 한국자원공학회지에 발표된 탄성

파 탐사에 관한 연구의 한 예이다(Shin et al., 1997).

시간 영역 전자 탐사와 인공 송신원 자기 지전류 탐사의 성

공 사례를 기초로 1980 년대에는 주로 탄전과 금속 광상 탐사

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다가 1990 년대에 들어서는 자기 지

전류 탐사의 자료 획득 및 해석 기술의 확립도 이룩하게 되었

다. 초기 외국의 기술 도입으로 시작한 물리탐사 연구는 21 세

기에 이르러 기술 수준이 선진화되어 일부 분야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1980 년대까지 육상 탄성파 탐사는 반사법 탄성파 탐사 기

기를 이용한 부지 조사나 탄광 지역의 탐사, 암반 강도를 산출

하는 시추공 간 탐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 천부 고분해능

탄성파 발생원을 이용한 시추공 토모그래피 탐사 기술, 초음파

를 이용한 3차원 텔레뷰어 시추공 벽 영상화 기술 등의 도입

으로 2000 년대에 들어서서는 교량 건설 등의 기초 조사까지

물리탐사 영역을 확대하였다. 해양 탄성파 탐사 기술도 탐해 2

호 도입 전 탐해 호의 아날로그 탄성파 탐사 장비로 획득한 자

료를 디지털화하여 천해저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을 도출한

1990년 초반의 연구를 필두로 2차원 및 3차원 해양 탄성파 자

료의 획득과 처리, 해석 기술들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리탐사 기술 중 1990 년대에 가장 괄목할 만

한 발전과 적용 성과를 보인 분야가 전기 탐사, 전자 탐사 분

야라 할 수 있다. 먼저 1980 년대 후반에 개발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2차원 역산 알고리듬을 이용해 심부 암반 지하수

탐사가 1990 년대에 들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는 3차원 전기 비저항 영상화 기술의 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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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시추공을 이

용한 레이다 탐사에서 이루어졌으며, 탄성파를 이용한 시추공

간 토모그래피 영상화를 넘어서 레이다를 이용한 토모그래피와

전기 비저항 탐사를 이용한 토모그래피 기술도 개발하여 지하

공동이나 연약대를 영상화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결과로 심부 암반 지하수 개발이나 토

목 분야에 대한 물리탐사 기술의 적용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

를 마련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물리탐사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

서가게 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1990 년대에 들어 국내 대형 건설 회사들에서 지반 공학에

의 적용을 위한 물리탐사 기술 팀들이 활발히 운영되기 시작

했으며,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하고 고가의

탐사 장비를 도입하여 각종 토목 현장에 물리탐사를 적극적으

로 적용하게 되었다.

Fig. 6. A photograph taken in 1977, Professor Hyun, Byung Koo

is discussing with colleagues on the seismic section acquired by

geophysical exploration vessel Tamhae.

Fig. 7. A paper on the geophysical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ing (Lim and Hyu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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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 중반부터는 대형 토목 공사에서 설계-시공 일체

형 즉, 턴키(turn-key)방식의 입찰이 적용되면서 지반 조사에서

지질 조사 및 물리탐사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물리탐사를 위주로 한 지반 조사를 하는 용역 회사 설립 증가

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1997년 말에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기

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외환 위기가 닥쳐 대형 건설 회사들의

구조 조정을 초래했으며, 이 와중에 물리탐사 전문가들이 독립

하여 설립한 전문 물리탐사 컨설턴트 회사들이 1990 년대 말

부터 다수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다수의 물리탐사

전문 용역 회사들이 턴키 공사의 설계를 위한 지반 조사에 참

여하면서 다양한 현장에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뜻 깊은 성공 사례가 얻어졌다. 

1980 년대 초기까지 우리나라의 자원공학과들 중 물리탐사

전공 교수가 있는 대학은 서울 공대 정도였기 때문에 물리탐

사를 전문으로 하는 학회의 설립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0 년대 중반에 와서 물리탐사 학문의 비중이 자원 공학 내

Fig. 8. A paper on the geophysical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Shi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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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점점 증대됨에 따라 각 대학의 자원공학과에서도 물리탐

사 전공 과목의 연구 활성화에 대한 필요가 인정되기 시작하

였고, 물리탐사를 전공한 교수들을 초빙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물리탐사 분야의 박사 학위 소유자들 중 많은 수는 한국

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연구 기관에서 연

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SK

등 자원 산업체와 여러 물리탐사 컨설턴트 회사 등에서도 전

공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1990 년대에 이르러 인적 자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연

구 영역이 확대되며, 물리탐사 전공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서 물리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의 창립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다. 이 절에 기술된 내용의 일부는 “현병구 회고록 – 물리

탐사와 더불어”(Hyun, 2016)에서 발췌하였다.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의 

설립 및 활동

이 장에서는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해서 기술한다. 

대한지구물리학회의 설립 및 활동

1980 년대 후반부터 지구물리학회 창립의 필요성이 학계, 연

구소, 산업계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회원 수 등 여

러 문제점 때문에 결정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구물리학과 관련한 전문 인력

이 많아지고 연구/용역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지구

물리학회의 창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봄과

여름에 많은 순수 및 응용 분야의 지구물리학자들이 순수와

응용 지구물리학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단일 학회의 창립을

추진하였으나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실을 보지는

못하였다. 

1997년 11월에 서울대학교의 고 서정희가 한국지구물리탐

사학회의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학지질학회

의 지구물리 분과 위원장인 전북대학교의 고 김광호의 제안으

로 1998년 1월 중에 학회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계획하

였다. 그러나 고 김광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이의 추진이 불가

능하게 되어, 1997년 12월에 고 김광호가 지구물리 분과 위원

들에게 지구물리학회 창립 추진위원장의 선임을 서면으로 요

청하여, 서울대학교의 이기화를 선임하였다. 

이후에는 순수 분야의 지구물리학회와 응용 분야의 물리탐

사학회의 설립이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대한지구물리학회의 제 1 차 창립추진위원회는 1998년 2월

28일에 서울대학교 지질과학과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운영

의 재정적 문제, 학회지 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구물리학회의 창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제 1 차

창립추진위원회에는 권병두, 박창업, 김인수, 서만철, 양수영,

조봉곤, 이정모, 김예동, 원경식, 이정락, 정태웅, 경재복, 김영화,

임승태(무순) 등 산, 학, 연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학

회의 범위를 순수 고체 지구물리학에 국한하고 창립 준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 학, 연에서 각각 2 명씩

을 선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무소위원회 위원

으로 권병두, 도성재, 김예동, 민경식, 임승태, 원경식이 참여

하여, 학회의 창립 추진 일정, 정관, 회원 모집 방안 등 구체적

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창립 실무소위원회는 1998년 3월 9일,

3월 19일, 4월 10일, 4월 20일에 모두 4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

다. 최종적으로 1998년 5월 22일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대한지구물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정관의 시안과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서류와 학회 창립 취지문과 입회 원

서를 창립 추진 위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제 2 차 창립추진위원회 모임은 1998년 4월 25일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배나무골(오리집)에서 소집되었고, 권병

두, 김예동, 원경식, 김진원, 박춘병, 도성재, 김인수, 임승태,

김성균, 석동우, 김영화(무순)가 참석하여 학회 창립을 위한 추

진 경과를 보고하였고, 정관의 시안과 회원의 연회비, 총회 경

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회 창립이

임박함에 따라 창립추진위원회 체제에 김성균, 송무영, 김영화,

김인수를 추가하여 창립준비위원회 체제로 변경하였다. 학회

창립준비위원회는 1998년 4월 29일, 5월 7일, 5월 18일에 모

임을 가졌고 초청장, 총회 운영 절차 등을 준비하였다. 

1998년 5월 22일에 대한지구물리학회의 창립 총회가 서울대

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Fig. 9).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장윤환의 주재로 대한지구물리학회 회칙을 의결하고, 초대 회

장으로 이기화를 추대하였다. 초대 대한지구물리학회 임원진

은 회장 이기화, 부회장 권병두와 이벽규, 총무이사 임승태, 재

무이사 도성재, 편집위원장 김기영, 이사 김예동, 김인수, 김형

수, 노명현, 민경식, 박관순, 박춘병, 송무영, 양수영, 원경식,

이정락, 이정모, 조봉곤, 최선주(가나다 순), 감사 김인빈, 석봉

출로 구성되었다. 창립 총회에 참석한 회원 수는 81 명이었고

권한을 위임한 회원 수는 42 명이었으며, 대한지질학회의 우

영균 당시 부회장,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의 강장신 당시 부회

장의 축사가 있었다.

대한지구물리학회는 한국물리탐사학회와의 통합을 이룬

2007년까지 약 10 년 동안 지구물리분야의 학문적 연구의 결

집체로서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학술지인 “지구물리”를 통해

발표하였다. 1998년에 이기화의 ‘한반도의 역사 지진 자료’를

포함하는 총 6 편의 논문이 제 1 권 제 1 호에 실리며 첫 발

간된 후, 총 10 권 319 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김기영 편집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봉곤, 박춘병, 노명현, 김한준, 최광선, 도

성재, 김진후, 조인기, 김형수(무순)가 초대 편집 위원으로 활

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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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제 1 호에 실린 “지구물리”의 창간사와 당시의 박병권 대한지질학회 회장과 현병구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회장의 축사

는 각각 다음과 같다. 

- 창간사 -

 

대한지구물리학회의 학회지인‘지구물리’의 창간호가 이제 그 모습을 우리 앞에 나타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5월 22일 대한지구물리학회가 회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으로 창립된 이후, 우리는 학회지의

출간을 마치 신혼 부부가 옥동자의 출산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슴 조이며 기다려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회지의 출간을 위하여 좋은 논문을 준비해주신 투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지구물리’가 대한지구물

리학회의 순수 및 응용 지구물리 전 분야의 학문적 성취를 보여주는 우수한 학회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

니다. 

창립 총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국제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구물리학이란 지역적 개념은 존재할 수 없

으며,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눈을 떠야 하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지구물리’에 게재

된 논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가들에게 참조되고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순수 과학 측면에서 지구물리학이 차지하는 학문적 비중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표로부

터 수 km 이하의 지구 내부의 구조, 조성, 동력학에 관한 인류의 지식은 거의 대부분 지구물리학의 연구 결과에서

비롯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을 인류의 종속물로 여겨온 인간의 무지와 탐욕은 우리 생명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황폐화시켰고 인류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구물리학이 인류의 복지 향

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구물리’에 게재되는 논문들이 크게는 인류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작게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자

긍심을 갖고 우리 다같이 이 옥동자를 훌륭하게 키워나갑시다.

끝으로 ‘지구물리’의 창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회원 여러분께 열성으로 투

고를 권유하고 투고된 논문들을 능률적으로 편집하고 또 현대적 감각의 멋있는 표지까지 창간의 모든 작업에서 온갖

정성을 기울인 김기영 편집위원장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1998. 12. 20.

대한지구물리학회

회장 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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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지구물리학회지‘지구물리’의 창간에 대해 대한지질학회의 모든 회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풍요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원의 부족과 지구 환경 변화 등 생존적 차원의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구 이외의 다른 어느 외계에서도 인간의 생활 터전이 될 만한 곳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구

규모의 기후 변화, 해수면의 변화, 그리고 대기, 육수, 해수 및 토양의 오염 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구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이 지구 상에서 생존과 번영을 이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

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는, 복잡성과 거대성을 지니는 이 지구 환경 시스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때문에 오늘날 지구과학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지구물리학은 지구의 내·외부에서 일어

나는 모든 현상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전문적인 첨단 과학 분야일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 즉, 지질학,

기상학, 천문학, 해양학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구물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전공자들

간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학술적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연구 결과를 많이 내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에 대한지구물리학회가 회원들의 학문적 열의와 애정어린 성원을 바탕으로 학회지 ‘지구물리’를

새로 창간하게 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식 기반 사회의 우위가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

게 될 21 세기의 개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또한 국력의 외형적 성장과 확대에 걸맞는 과학 기술, 특히 기초 과학의

진흥과 원천 기술의 확보가 국가 발전의 절대 과제가 된다는 점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구물리’ 지의 발행은 참으로 반갑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학회지를 통해 학회 회원들의 연구 결과의 발표가 크게 활성화되고 또 수준 높은 논문을 수록하여 우리

나라의 지구물리학 발전과,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회지의 창간을 계기로 대한지구물리학회가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루어 세계적인 학회로 성장하시기

를 아울러 기원합니다.

 

1998. 12. 20.

대한지질학회

회장 박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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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여 대한지구물리학회지의 창간호를 기념하기 위해 축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흘러간 저의 과거를 회상하며 오늘과 비교하게 됩니다. 1963년 미국 Berkeley에서 개최

되었던 IUGG(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총연맹) 총회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한국 대표가 되어 참석하고 보니, 각국

대표에 비해 연륜이나 경륜에 있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매우 부끄럽게 느꼈던 일도 생각나고, 1960년대에 지구물리학

을 전공하신 고 정봉일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와 자주 만나서, 우리나라의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소외되고, 그 존재가 미약함을 통탄하며 책임을 느꼈던 일들도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훌륭한 학자와 전문가에 의해 왕성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연구 성과

들이 축적되면서 지구물리학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대한지구물리학회의 발족과 첫 학회지의 발간은

늦은 감은 있으나 지구물리학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는 새로운 “매듭”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합니다. 동

시에 대한지구물리학회를 통하여 우리 생활에 밀접한 지진 문제, 지열 문제, 수문 문제 등과 Geodynamics로 본 한반

도와 그 주변의 지각 및 지체 구조 등의 규명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 기회에 지구물리학과 물리탐사학(또는 지구물리탐사학)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

구물리학은 지구 및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물리학적 현상을 정량적인 물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좁은 의

미로는 지구 표면 및 지구 내부의 조성, 구조, 기원 등을 정량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물

리탐사는 경제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지하의 대상 물체 또는 매체에 대한 사항들을 물리적인 원리와 정량적인 방법으로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즉, 서로 그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지구물리학은 적용 대상의 규모가 크고 연구 대상이

다양하며 연구 목적이 대부분 순수성을 띠고 있음에 비해, 물리탐사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구체적이며

항상 경제성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인접

된 위치에 있는 두 학문의 교류는 양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하며,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양 학회의 유대 강화

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우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주 개발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인류의 생존 문제를 고려할 때, 지구 문

제는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푸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할 분야가 바로 지구물리학임을 생각

할 때, 그 의 의가 크며 그 앞길에 소망스러운 학문적 “도전”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지구물리학회지의 창간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8. 12. 20.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회장 현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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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19일에 충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학술

대회(논문 수는 총 26 편이었으며 참가 인원은 76 명)를 시작

으로 학술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회원들의 학술 연

구 및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거듭 성장해 나

갔다. 또한 두 학회가 통합을 이루기 전, 4 차례의 공동학술대

회를 개최하여 학회를 통합하기 위한 가교로서, 물리적인 혼합

을 위한 틀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한지구물리학회는 매년 단기 교육 과정과 단기 학술 강좌

를 개최(Fig. 10)하여 회원들의 실무 및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

에 노력하였으며, 그 첫 과정은 1999년 2월 26일 이벽규 당시

부회장과 김형수 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기 비저항 탐사

이론과 실기’에 관한 내용으로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아산이학

관에서 개최하였으며 30 개 기관에서 50 명이 참가하여 성황

을 이루었다.

Fig. 9. A photograph taken in May 22, 1998, after the establishment meeting of Korean Geophysical Society (KGS).

Fig. 10. A photograph taken during a short course entitled as ‘Seismic wave theory and its implementation’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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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리탐사학회의 설립 및 활동

1997년 10월 31일 상지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자원공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개최한 물리

탐사 전공자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고 서정희를

학회 창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1997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학회 창립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Table 1은 창

립준비위원회의 위원 명단이다.

고 서정희와 한국자원연구소의 핵심 연구원들이 뜻을 모아

학회의 창립을 추진한 결과, 1998년 5월 16일 서울의 인터컨

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를 창설하게 되었고,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명예 교수인 현병구를 학회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같은 날 학회지 발간을 시작하였고, 이후 학술 발

표회를 개최하는 등 학회 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Table 2는 초

대 이사회의 구성원 명단이고, Fig. 11은 창립 총회 중에 찍은

사진이다.

1999년 6월 14일에 산업자원부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

였고, 같은 해 8월 27일의 정기 총회에서 학회 명칭을 한국물

리탐사학회로 변경하였으며, 학회 차기 회장에 창립 추진위원

장이었던 고 서정희가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학회 활동이 시작

되었다. 

초기에 학회 규모가 작을 때에는 서울대학교의 물리탐사 연

구실의 조교가 학회 간사 직을 겸하여 학회 전반의 사무를 담

당하였으나 지속적인 학술 발표회와 심포지엄, 계속 교육 등

연구 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회원사 광고비와 학회 회원 회비

등 재원이 마련되면서, 학회 통합이 이루어진 2007년 무렵부

터는 학회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신창수의 배려로 학회 사무국을 서울

대학교 안에 있는 에너지 자원 신기술연구소의 건물 내에 설

치하였다.

학회 창설과 시작을 함께 한 학회지의 명칭은 “물리탐사”로,

연 4 회(창립 초년도에만 3 회) 발간하였다. 2003년 7월 학술

진흥재단에 등재 후보 학술지로 신청하여, 2003년 12월에 선

정되어, 2004년에 발간하는 학회지부터는 등재 후보 학술지가

되었다. 2 년의 계속 심사 후 2006년에 발간하는 학회지부터

는 등재 학술지가 되었다.

2004년부터는 매년 발간되는 학술지 중 첫 호의 학회지를,

호주 물리탐사학회(ASEG; Australian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일본 물리탐사학회(SEGJ;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s of Japan)와 함께, 호주 학회의 영어

학회지인 “Exploration Geophysics”의 해당하는 해의 첫 호를

Joint Issue로 발행하게 되었다. 2007년도의 Joint Issue부터는

SCIE 급 학술지로 인정되었고, 학회 통합 이후에는 연 4 회의

정기 학회지와 분리하여 발간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물리탐사학회의 학회지인 “물리탐사”의 제 1 권

제 1 호에 실린 창간사와 당시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이었던 조

동행의 축사이다. 

- 창간사 -

그 동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그 출범이 지연되어 왔던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가 지난 1 년 여의 산고 끝에 드

디어 오늘 그 창립을 보게 되었고, 이에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지의 창간호가 드디어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IMF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전체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무거운 첫걸음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에서의 지구물리탐사는 해방 이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홍준기 교수가 물리탐사 강의를 계속해

오시던 중, 1960 년대 초 현병구 교수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셔서 학계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현 한국자

원연구소의 전신인 국립지질광물연구소의 물리탐사과에서 본격적인 탐사 작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물리탐사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점차 크게 신장되면서 그 후 우리나라의 각 대학 및 연구소, 개인 기

업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장되어서 수많은 물리탐사 전공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들이 각계에서 활약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그 연구 및 기술 수준도 외국과 당당하게 교류하면서 협력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이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를 창립하고 학회지를 창간하는 이유도 이러한 국내에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

로 떳떳이 국외의 학계와 교류 협력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지구물리탐사의 연구 능력과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서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분발과 협조를 받아서 창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8년 5월 16일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창립준비위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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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자원공학회를 대표하여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창립을 축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자원공학회에서는 물리탐사 분과를 학술 전문 분과위원회의 하나로 두고 있으므로, 저로서는 출가하는 딸을 배웅하

듯이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 기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물리탐사를 지구물리학 분과에서 전담하는 대한지질학회, 대

한자원환경지질학회도 같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공학, 지구과학의 여러 세부 학문 분야 중에서 물리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분야에 비하여, 전문

인력의 양과 질, 연구 활동과 업적 등에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독자적인 학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로 만

시지탄의 느낌을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특히 30 년 이상 물리탐사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해 온 저 개인으로서는 일

말의 책임마저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물리탐사 과학기술인이 그들의 학회를 갖게 됨으로써, 국내로는 물리탐사가 고유한 학문 체계와 연구, 활

용 영역을 갖춘 독립된 과학기술임올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됩니다. 물리탐사는 100 년이 넘는 학문 전통이 있고, 그

동안 지하자원 조사와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물리탐사 기술이 근년에는 건설, 환경, 방재 분야의 첨단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분야에서 연구 활성화, 기술 용역의 제도화, 용역 기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외로는 저들이 첨단 기술이라고 여기는 물리탐사 분야에,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전문 인력 집단이 존재하고 활동을 하

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즉, KSEG가 미국의 SEG, 캐나다의 SEG, 일본의

SEG, 호주의 SEG 등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은 물론, 유럽지구물리탐사학회, 남미 및 아프리카의 지구

물리탐사학회와도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 시책에도 호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KSEG라는 영문 명칭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지로서 ＂물리탐사” 창간호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경하할 일입니다. 이로써 우

리는 지구물리학 분야의 한국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연맹(IUGG)의 영문 학회지에 이어, 물리탐사 학회지를 갖게 되었

고, 이 분야들의 학문적 자립을 위한 활동의 장이 이제 모두 마련된 것입니다. 한국 IUGG가 거의 30 년 전, 한국자원연구

소의 전신인 국립지질조사소의 물탐과(당시 과장, 김종수 광업연구관) 주도로 결성된 사실을 상기할 때, 이러한 역사를 실

제로 보고 산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끝으로, 나라 안의 모든 물리탐사 과학 기술인이 한 일에 매진하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만 물리탐사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고, 물리탐사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리탐사인 여러분께서

는 지금까지 소속하여 활동을 해 온 모 학회와의 유대도 부디 잊지 마시고 계속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1998년 5월 16일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조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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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2000년 2월부터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현재의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

링학회와 함께 “Journal of Geosystem Engineering”이라는 영

어 학회지를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었으나, Joint Issue가 지속

적으로 발행되면서 2010년부터는 공동 발행 학회의 자격을 반

납하였다.

학회의 학술 수준과 해외의 선진국과의 협력 및 교류를 위

해, 1999년에는 일본 물리탐사학회와, 2001년에는 미국 물리

탐사학회(SEG;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와, 2005

년에는 호주 물리탐사학회와 MOU를 맺었다.

Table 1. Members’ list of establishment prepar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published in the first issue

of Mulli-tamsa 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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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산업체에서도 전문적인 물리

탐사 기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학회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계속 교육을 기획하였다. 그 결과, 일본 물리탐사

학회가 발간한 ‘물리탐사 실무 지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제

목을 가진 책을 일본 학회의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물리탐사

실무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발간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4년부터 매년 물리탐사 전공 학생과 관련 업체 종사자를

위한 물리탐사 교육을 진행해 왔다. 

Table 2. Members’ list of the first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n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published in the second issue of

Mulli-tamsa 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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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로의 통합 및 활동

통합 이전에 논의한 사항들의 요약

1998년에 대한지구물리학회(이하 ‘지구물리’라 함)와 한국물

리탐사학회(이하 ‘물리탐사’라 함)를 각각 독립적으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두 학회의 통합에 대한 의견이 나오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두 학회가 각각 설립할 때부터

나왔는데, 주된 이유는, 1) 양 학회가 다루는 분야들 중 서로

겹치는 분야가 많은 점, 2) 많은 회원이 양 학회 모두의 회원

인 점 등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그대로 드

러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두 학회 모두를 유지하고 운영함

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2001년 6월 경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대

두되었다. 그 뒤, 2001년 11월 2일, 제 15 차 물리탐사 이사회

에서 당시 물리탐사 회장인 고 서정희가 통합의 필요성을 역

설하였고, 이사회는 정관 및 한글 이름은 변경할 수 있고, 영

어 이름의 약자는 현재의 KSEG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학회의 소속 변경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2002년에 들어와서, 물리탐사 쪽이 지구물리 쪽의 이사인

강원대학교 김기영, 경북대학교 이정모 등을 통해 지구물리 쪽

의 의사를 타진하였는데, 지구물리 쪽로부터 원칙적으로 동의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2003년 ~ 2004년 (물리탐사 회장: 이두성) 동안에, 물리탐사

쪽의 송영수 총무 이사가 지구물리 쪽의 회장인 전북대 고 조

봉곤, 총무 이사인 공주대 서만철과 접촉하면서 원칙적인 합의

는 하였으나, 양쪽 각각의 내부 문제 등으로 별 진전이 없었다.

2005년에 들어서서, 물리탐사 회장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근필이 맡고, 지구물리 회장을 극지연구소의 김예동이 맡으

면서, 통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양 학회 모두

로부터 나왔으며,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

였다.

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2005년 초반에 물리탐사의 제 33 차 이사회, 지구물리의 제

23 차 이사회는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하여 Table 3과 같은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Fig. 11. A photograph taken during the establishment meeting held on 16 May 1998 in Intercontinental Hotel, Seoul.

Table 3. Members of the integration promotion committee.

지구물리학회 물리탐사학회 직책

김성렬(해양연) 박영수(지질자원연) 부회장급

진영근(해양연) 송영수(전북대) 총무 이사

김형수(수자원연) 임무택(지질자원연) 실무

김병철(삼보지오텍) 김학수(지오제니) 업계

허식(해양연) 추진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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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가을 양 학회의 총회는 위 사항(통합 논의 및 통합

추진위 설치)을 승인하였다. 

통합추진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 학회 이름: 여러 가지 안 중 아래를 합의안으로 결정하

였다.

한글: 한국지구물리학회

영어: KSEG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학술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해서 학술진흥재단 심사

결과가 더 좋은 학회지를 가진 학회가 다른 학회를 흡수하

는 형식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1 : 1 통

합과 흡수 통합이 통합 학회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았으므로 1 : 1 통합을 하기로 바꾸었다.

−양 학회가 통합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회장이 서

명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 서명 후에는 양 학회가 통합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통합실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이후의 사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 서명을 위한 양 학회 회장단 합동 회의(2006년 02월 15일)

2006년 02월 15일 서울에서 양 학회 회장단이 함께 모여, 

−통합추진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승인하는 형식의 합의서를

채택, 서명하였다.

−양 학회는 2006년 동안 통합을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기로 합의하였다. 

− 2007년 통합 학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

였다.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의 통합을 위한 합의

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문안은 대한지구물리학회가 소유하는 것이고, 한국물리탐사학회가 소유하는 것에는, 두 학회를 열거할 때 한국물리탐사학

회가 대한지구물리학회보다 앞에 나오고, 서명 란의, 읽는 사람이 볼 때는 왼쪽, 회장들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오

른쪽에 물리탐사의 내용이, 다른 쪽에 지구물리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는 의전에 따른 것임.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의 통합을 위한 합의서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이하 “양 학회”라 한다)는 학문의 뿌리가 같고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보완적이므

로, 지구물리 및 물리탐사의 학문적인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단일 학회로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

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05년 3월 ~ 2005년 12월 사이에 양 학회의 대표로 이루어진 통합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합의된 학회의 명칭

과 통합 절차를 본 합의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가. 통합 학회의 한글 명칭은 “한국지구물리학회”로 한다.

 나. 통합 학회의 영어 명칭은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로 하고, 약칭은 “KSEG”로 한다.

 다. 통합된 학회는 양 학회의 모든 대내·외적인 활동, 권리 및 의무 등을 승계한다.

2. 실질적인 통합은 양 학회의 동수의 대표로 새로 구성될 통합실무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되, 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양 학회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3. 가능한 한 2006년 12월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여, 2007년 1월부터는 통합된 학회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

호 적극 노력한다.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서 2 부를 작성·서명하여 양 학회가 각각 1 부 씩 보관한다.

2006년 2월 15일 2006년 2월 15일

대한지구물리학회 한국물리탐사학회

 회장 김 예 동  회장 박 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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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각 학회가 가지는 합의서 두 장의 사진이다. 

Fig. 13은 합의서 서명 후 두 회장이 악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통합실무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2006년 초반 물리탐사의 제 37 차 이사회와 지구물리의 제

24 차 이사회는 통합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Table 4와 같은 통합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통합실무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단 법인인 학회를 등록할 부서: 산업자원부든 과학기술부

든 제3의 부서든 상관없다. 여러 조건을 생각하여, 결과적으

로는 과학기술부(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였다.

−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으로부터 대한지구물리학회

가 과총에 등록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통합

학회가 승계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재확인받았다.

Table 4. Members of the integration working committee.

지구물리학회 물리탐사학회 직책

김기영(강원대) 임무택(지질자원연) 공동 위원장

손호웅(배재대) 변중무(한양대) 위원

박찬홍(해양연) 이희순(경인교대) 위원

원경식(지오텍컨설턴트) 임해룡(지오맥스) 위원

김형수(수자원연) 유영준(광물자원공사) 위원

장찬동(충남대) 박삼규(지질자원연) 위원

진영근(극지연) 송윤호(지질자원연) 간사

허식(해양연) 공동 간사장

Fig. 12. Agreements between KGS and KSEG for the integration of the two present societies into the integrated new KSEG society in the

future.

Fig. 13. Both presidents handshake after signing on the agreement

between KGS and KSEG for the integration of the two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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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원래 각 학회가 가지고 있던 두 학회

지를 통합 학회가 잠정적으로 유지함을 인정하며, 장차 둘

중 하나를 폐간하고, 평가 결과가 더 좋은 학회지만을 남겨

서 승계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양 학회의 모든 회원들이 거리낌 없이 통합에 동의할 수 있

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1 : 1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

과총과 학진 등의 뜻을 확인하였으므로 흡수 통합이라는 말

을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통합 학회의 이사회는 양 학회가 같은 수의 이사를 추천하

여 구성한다.

양 학회 총회에서의 통합 승인과 관련한 사항들

− 2006년 06월 08일 ~ 09일, 양 학회 공동학술대회 중에 개최

된 지구물리 2006년 정기총회에서 총회는 학회의 통합을 승

인하였다.

− 2006년 06월 08일 ~ 09일, 양 학회 공동학술대회 중에, 물리

탐사 쪽은 “통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09

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특별심포지엄 때 열릴 2006년 정

기총회에서 통합안을 상정하여 결론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즉, 학회 통합에 관한 결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6년 06월 말에 통합 학회의 한글 이름을, 한국지구물리·

물리탐사학회(초안은 ‘한국지구물리학회’였음.)로 바꾸기를

바라는 안이 물리탐사 쪽으로부터 제기되었고, 2006년 08월

물리탐사 쪽은 학회 명칭 변경을 지구물리 측에 정식 공문

으로 요청하였으며, 2006년 09월 지구물리 쪽은 통합 후 통

합 학회 명칭에 대한 재논의를 전제로 변경 요청에 동의하

였다.

− 2006년 09월 15일 물리탐사 쪽 2006년 정기총회에서 학회

통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2006년 11월 24일까지 3 차례의 통합실무위가 개최되어, 양

학회의 통합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통합 학회가 정상적

으로 출범한 뒤 양 학회가 해산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활동

을 수행하였다.

− 2006년 12월부터 통합 학회의 준비위원장을(통상 초대 회장

을 맡음)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하여 양 쪽이 계속 수정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논의하였고, 

− “회장/차기 회장 제로 하되, 양 학회의 현 회장이 각각 회장,

차기 회장을 맡도록 하고, 순서는 한국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는 최종 수정안에 2007년 03월 09일에 양 쪽이 합

의하였다.

통합 학회 창립준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 2007년 04월 26일에 통합 학회의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

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준비 위원 명단(가나다 순, 111 명)은 다음과 같다.

강익범, 강태섭, 경재복, 권현호, 권형석, 김건득, 김광희,

김기석, 김기영, 김병철, 김병호, 김성렬, 김영화, 김예동,

김유성, 김정우, 김정호, 김종남, 김준경, 김지수, 김학수,

김한준, 김현규, 김호영, 김희준, 노명현, 도성재, 류용규,

민동주, 박계순, 박권규, 박근필, 박민규, 박삼규, 박영수,

박용희, 박종찬, 박찬홍, 박충화, 변중무, 서만철, 서백수,

서상용, 석동우, 설순지, 손정술, 손호웅, 송성호, 송영수,

송윤호, 신동훈, 신성렬, 신진수, 신창수, 신희순, 양동우,

오석훈, 우남철, 원경식, 원중선, 유영준, 유인걸, 유해수,

유현재, 윤왕중, 윤종렬, 이광자, 이광훈, 이덕기, 이명종,

이병호, 이상묵, 이성곤, 이원상, 이전희, 이정모, 이태국,

이태종, 이호영, 이훈열, 이희순, 이희일, 임무택, 임해룡,

장성형, 장찬동, 장현삼, 전명순, 전정수, 정성래, 정태웅,

정현기, 정호준, 정희옥, 조성준, 조인기, 조철현, 지준,

지헌철, 진영근, 채효석, 최원석, 최윤경, 하희상, 한원석,

함인경, 허식, 홍종국, 홍태경, 황세호, 황학수

− “한국지구물리ㆍ물리탐사학회 창립준비위원회 제 1 차 회의

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2007. 04. 26. (목) 17:00 ~

장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당동 석탄기룸

참석자: 김기영, 김예동, 김정호, 박근필, 박영수, 박찬홍,

서만철, 송영수, 임무택, 진영근, 허식 (이상 11 명, 가나다 순)

작성: 임무택, 2007. 04. xx.

안건 및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학회 창립준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가) 박근필 현 물리탐사학회 회장과, 김예동 현 지구물리학

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창립준비위원회를 설치

한다.

나) 준비위원들은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두 공동위원장의

명의로 위촉한다. 전자 우편과 일반 우편을 동시에 사용

하고, 어떤 형태로든 동의, 반대의 의사를 받아 두도록

한다. 창립 총회 때, 준비위원 명단에 서명을 받아서 서

류 상 보완 조치를 취한다. 

다) 창립준비위원회의 조직은 첨부한 조직도와 같이 한다.

라) 더 상세한 사항은 법률과 일반사회에 통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2) 통합 학회 조직의 골간에 관한 건

가) 발기인은 각 학회가 5 명씩 추천한다. 발기인이 등기

이사가 되도록 진행한다. 

나) 일반적인 이사 수는 등기 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30 명

으로 하기로 하여, 각 학회가 15 명씩 추천한다. 그러므

로, 각 학회는 위 가) 항의 5 명을 제외한 10 명의 이사

를 더 추천한다. 나중에 모두 40 명으로 하기로 바꾸

었다. 

다) 학회의 대표자는 회장/차기 회장 체제로 한다. 해당 연

도의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을 다음 연도의 회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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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인하고, 다음 연도의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라) 회계 연도는 해당 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로 한다.

회장과 차기 회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다만, 통합

학회가 출범하는 시기가 2007. 7. 1. 전후가 될 것을 고

려하여, 첫 회장/차기 회장의 임기는 시작일로부터

2008. 12. 31.까지로 한다. 2011년부터는 회장/수석 부회

장으로 바꾸었으며, 임기를 2 년으로 늘였다.

마) 회장/차기 회장 외에 부회장 2 명, 감사 2 명(법에 정해

진 것임), 편집위원장 1 명, 총무 1 명, 부총무 1 명을 둔

다.

바) 더 상세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3) 통합 학회 창립 총회를 위한 준비로서 논의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 통합 학회는 과학기술부(담당 부서: 문화과)에 등록하는

안을 제 1 안으로 하고, 산업자원부에 등록하는 안을 제

2 안으로 한다. 과학기술부에는 통합 학회 관련자가 반

드시 방문하여 과학기술부 담당자로 하여금 통합 학회

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조치한다. 과학기술부가

등록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반

드시 산업자원부도 방문하여 산업자원부 담당자로 하여

금 앞으로 통합 학회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지 않

도록 조치한다.

나) 처음에 등록할 때, 과학기술부는 등록 법인의 표준 정관

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정관에는 현 사회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조항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받아들여서 등록하고 그 뒤에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

기로 한다. 

다) 통합 학회의 재정을 위하여 기금 모집에 관한 논의가 있

었다. 준비 위원, 이사, 기명 이사 순으로 액수를 점점

더해 가는 분담금 형식을 택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찬성,

재고의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은 내지 않았다.

라) 위 다)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두 학회가 통합했

다는 것은 한국의 과학계에서 그 예가 매우 드문 아주

훌륭한 일로서, 이를 중심에 두는 이벤트 성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는 서로를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워크숍 개최를 들 수 있다. 

4) 일반적인 사항

가) 각 학회가 하고 있던 일을 순조롭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 연회비를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서 낼 수 있다.

다) 요새 회사들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동 학술대회를

위하여 회사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찬을 받기가 힘들 것

이다.

5) 맺음말

가) 김예동 회장: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말

수고해 주셨다.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나) 박근필 회장: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도 멀다. 물리적인 통합이 끝난 뒤, 화학적인 통합까지

끝내서,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떳떳한 선배들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 

Fig. 14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한국지구물리·물

리탐사학회 창립의 흐름도이다.

통합 학회의 발기 대회 및 창립 총회

2007년 06월 07일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기 대회 및

창립 총회가 열렸다.

발기 대회에서 발표된 ‘사단법인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

회’ 설립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Fig. 14. Flowchart of the integration process of KGS and KSEG into new integrated KSEG.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의 설립 20 년,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로의 통합 10 년의 역사 263

 

곧 이어 열린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창립 총회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설립 취지문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분야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학문 분야로서 그 다루는 대상이나 적용 범

위가 매우 유사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지구물리학회와 한국물리탐사학회는 1998년에 각각 창립되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이고도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여

왔으며, 산업계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두 학회의 학문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양 학회에 모두 소속되어 활동하는 중복 회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산업계에서는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결집된 학회의 출현을 기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 학회는 지난 2 년 동안 통합 문제에 대하여 깊이 논의한 결과, 두 학회의 통합은 우리나라의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분야를 함께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학회가 통합됨으로써 얻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은 명실공히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두 분

야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자기 분야의 아이디어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

해 나가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야의 지구물리 및 물리탐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분야

간 상호 보완, 협조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지구물리와 물리탐사의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

회를 설립하고자 하오니 기꺼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6월 7일

발기인 공동대표 박근필 (인), 발기인 공동대표 김예동 (인)

발기인 김기영 (인), 발기인 김학수 (인), 발기인 박영수 (인), 발기인 서만철 (인), 

발기인 손호웅 (인), 발기인 송영수 (인), 발기인 양동우 (인), 발기인 진영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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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창립 총회의 회의록

1) 사회자(임무택 회원)가 개회 선언을 하였다. 

2) 사회자가 참석 인원을 ○○○ 명으로 보고하고, 성원이 되었음을 알렸다. 

3) 임시 회장 선출

김기영 회원의 추천으로 송영수 회원이 선출되었다.

4) 설립 취지문 심의 및 채택

임시 회장이 발기 대회 때 낭독된 설립 취지문에 대해 참석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이의 없이 참석 회원 전원이 찬

성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5) 정관 심의 및 채택

임시 회장이 유인물에 기록된 각 조항에 대해 참석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이의 없이 참석 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만

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로 과학기술부에 사단 법인으로 등록하기로 결의하였다. 

6) 초대 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대한 동의

임시 회장이 채택된 정관의 부칙에 따라, 현 한국물리탐사학회 회장이 초대 회장, 현 대한지구물리학회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에 대해 회원들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선출이 확정되었다. 그 후 ○○○ 회

원과 ○○○ 회원이 각각 박영수 회원과 서만철 회원을 감사로 추천하였고, 이에 참석 인원 전원이 찬성하여 만장일

치로 선출되었다.

7) 초대 회장 및 차기 회장의 인사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초대 회장과 초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근필 회원과 김예동 회원이 취임 인사를 하였다.

8) 이사진 선출에 대한 동의

회장이 이사진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해 주기를 참석 회원들에게 요청하였고, 참석 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이사진의

선출이 회장에게 위임되었다.

9)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회장이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제안하고 참석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참석 회원 전원이 제시된 사업 계획 및 예산

안에 동의함으로써 채택되었다. 

10) 사단 법인으로서의 발전 방안 등 기타 안건 토의

회장이 학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 등 기타 안건을 제시해 줄 것을 참석 회원들에게 요청했고, 특별한 안건을 제시한 회

원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토의를 마쳤다.

11) 향후 비전 제시

회장이 통합된 학회의 위상, 비전 및 향후 발전 계획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12) 폐회 선언

사회자가 창립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였다.

상기 결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였다.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의장 / 회장 ○○○

차기 회장 ○○○

이사 / 부회장 ○○○

이사 / 부회장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감사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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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는 창립 총회 후에 참석한 회원들을 찍은 기념 사진

이다. 

선출된 이사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지구물리ㆍ물리탐사학회 이사진 명단 (임기: 2007. 06.

07. ~ 2008. 12. 31.)

(이사진): 강익범, 경재복, 고광범, 김건득, 김기석, 김기영,

김성렬, 김예동, 김정호, 김창렬, 김학수, 남규진, 노명현,

도성재, 박근필, 박영수, 박찬홍, 박충화, 변중무, 서만철,

손호웅, 송영수, 송윤호, 신성렬, 신진수, 신창수, 양동우,

원경식, 유영준, 유해수, 윤왕중, 이덕기, 이희순, 임무택,

장찬동, 정성래, 조인기, 진영근, 허식, 홍종국 (40 명)

(등기 이사): 박근필(회장), 김예동(차기 회장), 서만철(부회

장), 송영수(부회장), 김학수, 손호웅, 양동우, 진영근, 김기영

(감사), 박영수(감사) (10 명)

(집행 이사) : 강익범, 경재복, 고광범, 김건득, 김기석, 김성렬,

김정호, 김창렬, 남규진, 노명현, 도성재, 박찬홍, 박충화,

Fig. 15. Group photograph taken after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integ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new KSEG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June 7, 2007, at KIGAM.

Fig. 16. Organization chart of the new KSEG for the term of 2007. 06. 07. ~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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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중무, 송윤호, 신성렬, 신진수, 신창수, 원경식, 유영준,

유해수, 윤왕중, 이덕기, 이희순, 임무택, 장찬동, 정성래,

조인기, 허식, 홍종국 (30 명)

구성된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의 조직(임기: 2007. 06.

07. ~ 2008. 12. 31.)은 Fig. 16과 같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으로 신창수, 부편집위원장으로 김기영,

편집위원으로 고승원, 김영석, 김정호, 김한준, 김형수, 도성재,

민동주, 박용희, 변중무, 설순지, 신성렬, 양준모, 오석훈, 유용

재, 이명종, 이상묵, 이성곤, 이원상, 이준기, 이훈열, 장찬동,

정태웅, 정희옥, 지준, 차영호, 편석준, 홍태경, 황세호를 선임

하였다.

통합 후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의 주요 활동

1) 해마다 봄에는 심포지엄을, 여름에는 계속 교육을, 가을에

는 학술 발표회 및 정기 총회를 각각 1 회 개최하여 왔다.

2) “물리탐사”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 한편, 통합실무위원회

의 활동 때 결정된 바에 따라 “지구물리”는 10 권 1 호

(2007년 3월 발행)까지만 발행하였다.

또, 2008. 10. 28.(학진에 요청한 날)부터 학회지의 한글

이름은 “지구물리와 물리탐사”로, 영어 이름은

“Geophysics & Geophysical Exploration”으로 바꾸었는

데, 이 이름들은 통합 학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공모하고,

회원들이 응모한 결과를 이사회가 심사하여 결정하였다. 

가장 가까이로는 2017. 08.에 20 권 3 호를 발간하였다.

3) 2008. 12.에, 모든 회원들에게 공모하고, 회원들이 응모한

결과를 이사회가 심사하여, 학회의 로고를 결정하였는데,

그것은 Fig. 17의 맨 아래의 것과 같다. 

4) 2008. 05. 15.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사단 법인으로 등록하

겠다고 신청하였고, 2008년 중반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통

합 학회를 사단 법인으로 등록함을 허가하였다. 

5) 지구물리학회가 가지고 있던 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회원 자격을 승계하였으며, 이로부터 생기는 권

리와 의무도 승계하였다. 

6) 지구물리학회가 가지고 있던 “한국지질과학협의회”의 회

원 학회로서의 자격 및 그 결과로서 영어 학술지인

“Geosciences Journal”의 공동 발간 학회로서의 자격을

승계하였으며,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와 의무도 승계하

였다.

7) 물리탐사학회가, ASEG의 영어 학회지인 “Exploration

Geophysics”를 ASEG, SEGJ와 공동 발간해 오고 있던 자

격을 승계하였으며,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와 의무도 승계

하였다. 2004년부터는 1 호만을 공동 발간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4 호 모두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다. 

8) 2012년 후반에 현재의 사무국이 있는 34168 대전시 유성

구 대학로 31, 한진오피스텔 1804 호를 학회의 이름으로

샀고, 사무국이 그곳으로 이사하였다.

9) 2013년부터 KSEG, ASEG, CGS (Chinese Geophysical

Society), SEG, SEGJ가 공동으로 “Near Surface

Geophysics Asia Pacific Conference (NSGAPC)”를 개최

하였는데, 2013년 여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2015년 여

Fig. 17. Logo of the new KSEG (lower) designed by using the KGS logo (upper left) and the old KSEG (upp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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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하였으나 2017년 여름부터

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결론 및 전망

먼저 1998년에 두 학회를 설립하기 전까지의 지구물리 및

물리탐사 분야에서의 활동을 요약하였다. 다음으로 1998년에

두 학회를 설립한 뒤, 2007년에 두 학회를 통합하기 전까지의

대한지구물리학회 및 한국물리탐사학회의 활동을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2007년에 두 학회를 통합한 뒤부터 지금까지 통합

학회인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의 활동을 요약하였다.

Fig. 18은 이러한 활동들을 축약하여 보여 준다.

학회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여, 회원들의 개인적인 발전은 물

론이고, 우리나라의 지구물리 및 물리탐사 분야의 학문 및 산

업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학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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