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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강철 드럼통은 자력 탐사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드럼통 한 개가 가진 유도 자화와 남은 자화의 

크기 및 방향을 측정한 값으로부터의 역산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측정한 값으로부터 계산된 각 드럼통의 

남은 자화의 방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계산할 수 있었다. 계산된 유도 자화와 남은 자화의 크기 및 방향으로

부터 임의의 개수의 드럼통이 임의의 형태로 묻혀 있을 경우의 자기장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자력 탐사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 나침반을 놓고자 할 경우, 어디에 놓아

야 자동차가 발생하는 자기장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아서 나침반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계산하기 

등에 쓰일 수 있다. 

자력 탐사로 강철 드럼통의 자기 모멘트의 크기 및 방향을 찾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과거에 강철 드럼통에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을 담아서 어떤 곳에 묻어 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철 드럼통을 다시 파내서 안에 담긴 물질을 다시 처리하여 인간에게 

해롭지 않는 물질로 바꿀 필요가 있다. 자력 탐사로 강철 드럼통 자체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강철 드럼통은 규격이 서로 비슷하며, 한 개의 드럼통의 자기 모멘트의 크기 및 방향을 알면, 
예를 들어 10 개의 드럼통이 우리가 예상하는 형태로 묻혀 있을 경우의 자력 이상을 계산할 수 있다. 

자력계로 측정된 자기장의 성질

어떤 자성 이상체가 있을 때, 그 이상체의 주위에서 자력계로 측정한 자기장은 다음과 같은 여러 자기장 

성분들의 벡터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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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위치(position), t는 시간(time),    는 측정된 전체 자기장 값,    는 

지구 자기장 값,     는 주변의 땅 등이 내는 자기장,    는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장 값,    는 남은 자화(잔류 자화) 값이다. 여기서 우리는    와    에 대한 

자기 모멘트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고자 한다.

드럼통의 준비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드럼통들의 유도 자화의 방향은 지구 자기장 방향이고 크기는 서로 비슷할 

가능성이 높으나, 남은 자화의 크기와 방향은 각 드럼통이 현재까지 있었던 공간의 자기장에 의해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료 등을 담는 일반적인 드럼통 2 개를 준비하였다(그림 1). 드럼통의 지름은 0.584 
m, 높이는 0.892 m이다. 오른쪽에 보이는 동그라미는 물질들을 넣고 빼고 닫는 입이다. 

그림 1. 실험에 쓴 드럼통

측선 및 측점의 설정

실험을 위한 측정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관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하였다. 처음에는 줄자와 나침반을 

써서 동서로 20 m, 남북으로 30 m의 범위 안에, 1 m 간격으로 줄자를 깔아서 이를 측선으로 삼았고, 
측선 위의 일정한 간격마다(0.5 m ~ 1 m) 측정하였다. 전체 범위에 대해서 자력계로 측정을 해 보고 땅속에 

되도록 자성 물질이 없는 곳 중 동서 6 m, 남북 10 m를 택하여 그 중심에 드럼통을 놓고 측정하기로 

하였다. 그림 2는 줄자와 나침반으로 설정한 측선들로 구성되는 측정 범위의 4 귀퉁이에서 정밀 GPS 수신

기로 위치를 잡고, 이들을 차분 GNSS로 계산한 결과이며, 좌표는 가로축 메르카토르 투영에 의해서 얻은 

좌표이다. 

측정과 결과

측정에 쓴 자력계는 카나다 GEM Systems 사의 GSM-19GW이다. 센서는 1 개를 썼고, 센서의 높이는 

땅으로부터 1.659 m였다. 그림 3은 그림 2의 전체 범위에 대하여 드럼통을 놓지 않고 측정한(blank test) 
결과로부터 일변화를 뺀 것인데, 좌표 (232342, 420093) 근처의 아래에 매우 큰 자력 이상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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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설정된 측선 및 측점 그림 3. blank test 결과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삼각형으로 표시된 좌표 (232330, 420092)에 드럼통을 놓고 실제 측정

을 한 뒤, 일변화 보정을 한 결과를 그림 4에 보였다. 그림에서 data set #1은 드럼통 1 번을 입이 남쪽을 

향하게 수직으로 세워 놓고 측정한 결과, data set #2는 드럼통 1 번을 입이 북쪽을 향하게 수직으로 세워 

놓고 측정한 결과, data set #3은 드럼통 2 번을 입이 남쪽을 향하게 수직으로 세워 놓고 측정한 결과, 
data set #4는 드럼통 2 번을 입이 북쪽을 향하게 수직으로 세워 놓고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4. 측정된 자기장의 분포

한편 그림 4의 자료로부터 그림 3의 자료를 뺀 것이 그림 5이다. 이는 식 1의     항과 

    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로부터 역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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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과 결과

역산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Blakely(1996, p. 75)의 식 (4.14)에 의하면, 자기모멘트가 M이고, 단위 자기

장의 방향이 이며, 쌍극자(magnetic dipole)의 중심으로부터 상대적 위치 r에 있는 점에서의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

  
  
    (2)

여기서, ≠  ,  는 쌍극자의 중심과 측점을 잇는 방향의 단위 벡터이다. 이 식에 의하여 자기장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람은 Blakely(1996, p. 374)을 사용하였고, 역산 알고리듬으로는 Adaptive Simulated 
Annealing(ASA)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역산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역산 결과

data set no. 구분 크기 편각 복각 비고

1 ind 42520 -7.7 53.8 편각/복각 고정
rem 23678 -100 32

2 ind 50772 -7.7 53.8 편각/복각 고정
rem 27027 69 41

3 ind 46057 -7.7 53.8 편각/복각 고정
rem 28198 61 39

4 ind 47219 -7.7 53.8 편각/복각 고정
rem 27755 -102 53

그림 5. 드럼통이 만든 자기장만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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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1의 내용 중 유도 자화와 남은 자화의 편각만을 표시한 것이 그림 6이다. 좌표 중 (0, 0)은 

드럼통의 수평 중심을 나타낸다. 먼저, 유도 자화의 편각은 –7.7°로서 같다. 그리고 data set #1과 #2는 

같은 1 번 드럼통을 수평 방향으로 180° 돌려서 측정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남은 자화의 편각이 서로 

180° 차이가 나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정확히 180°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서로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그림 6. 각 data set로부터 역산에 의해 얻은 유도 자화와 남은 자화의 편각

역산으로 얻은 자료들로부터 정(正) 방향으로 계산한 자기장의 분포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 역산으로 얻은 자료들로부터 정(正) 방향으로 계산한 자기장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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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의 정(正) 방향으로의 계산

우리는 이제 드럼통의 유도 자화 및 남은 자화에 관한 자기 모멘트의 크기 및 방향을 알았다. 드럼통이 

여러 개 묻혀 있을 경우, 각 드럼통의 남은 자화는 원래 얻어진 값으로부터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방향은 임의이므로, 여러 드럼통의 남은 자화를 통계적으로 합하면 0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임의의 방향으로의 남은 자화를 가진 10 개의 드럼통이 1 m 깊이에 동서로 한 줄로 묻혀 있을 경우, 
똑같이 임의의 방향으로의 남은 자화를 가진 10 개의 드럼통이 3 m 깊이에 동서로 한 줄로 묻혀 있을 

경우 등에 우리가 자력 탐사를 했을 때 측정될 자기장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8은 두 가지 예를 

나타낸다.
이러한 방법은 자력 탐사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 나침반을 놓고자 할 경우, 어디에 

놓아야 자동차가 발생하는 자기장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아서 나침반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계산하

기 등에 쓰일 수 있다. 

a) 지하 1 m 깊이에 10 개가 동서로 있음 b) 지하 3 m 깊이에 10 개가 동서로 있음

그림 8. 임의의 드럼통에 대해서 정(正) 방향으로 계산한 자기장의 분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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