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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duced a secular variation model of geomagnetic field by using the magnetic component data from four geo-

magnetic observatories located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years between 1997 and 2011. The Earth’s magnetic

field varies with time and location due to the dynamics of fluid outer core and the magnetic observatories on the

surface measure in time series. To adequately represent the magnetic field or secular variations of the Earth, a spa-

tio-temporal model is required. In making a global model, satellite observations as well as limited observatory data

are necessary to cover the regions and time intervals. However, you need a considerable work and time to process

a huge amount of the dataset with complicated signal separation procedures. When you update the model, the same

amount of chores is demanded. Besides, the global model might be affected by the measurement errors of each

observatory that are biased and the processing errors in satellite data so that the accuracy of the model would be

degraded. In this study, as considered these problems, I introduced a localized method in modeling secular varia-

tion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over Northeast Asia region. Secular variation data from three Japanese observato-

ries and one Chinese observatory that are all in the INTERMAGNET are implemented in the model valid between

1997 to 2011 with the interval of 6 months. With the resulting model, I compared with the global model called

CHAOS-4, which includes the main, secular variation and secular acceleration models between 1997 to 2013 by

using the three satellites’ databases and INTERMAGNET observatory data. Also, the geomagnetic ‘jerk’ which is

known as a sudden change in the time derivatives of the main field of the Earth, was discussed from the localized

secular acceleration coefficients derived from splin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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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 위치한 4개의 지자기 관측소의 3성분 지구자기장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11년 동안의

지구자기장의 영년변화를 표현하는 지역화된 영년변화 모델을 제작하였다. 외핵의 움직임으로 발생되는 지구자기장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지자기 관측소에서는 이를 시계열로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적인 변화를 함께 파악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공간모델로 제작하여 시간에 따른 지구자기장의 변화를 공간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지구 범위인 경우 관측소의 분포가 제한되어 있고 이를 공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위성 자료를 활용한다. 하

지만 방대하고 복잡한 위성 자료의 처리와 세계의 모든 지자기 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구자기장의 모

델을 제작하는 일은 상당한 작업과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모델을 업데이트 하

는 일 역시 같은 양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더불어, 각 관측소 자료의 오차범위와 위성 자료 처리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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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error)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 이러한 오차값들이 전지구 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화된(localized) 모델링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구자기장의 영년변화 모델을 제작하는 데 적용하였다. 전 세계의 지구자기장 관측망인

INTERMAGNET에 가입된 3개의 일본 관측소와 1곳의 중국 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여 1997년부터 2011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지구자기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전지구 모델과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얻어진 모델을 이용하여 지구 내부의

원인인 지구자기장의 급작스런 변화를 일컫는 지구자기장 ‘급변’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발생 시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구자기장, 지역화 모델링, 영년변화, 지자기관측소, 지자기급변

1. 서 론

지구자기장은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풍이나 여러

유해전자로부터 인류와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지

구생존시스템 역할을 하는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될 매

우 중요한 지구환경 중에 하나이다. 지질학분야에서는

특히 지구역사를 통한 지구자기장의 변화와 역전과 이

를 통한 대륙지각의 이동 및 구조역사, 지각 내부의

구조연구, 지각내 에너지 자원 탐사, 측지 등의 분야에

활발히 적용시켜 왔다. 또한,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지

구를 둘러 싼 자기권과 이온층과의 교류, 태양풍에 의

한 전자교류 장애, 극지방에서의 오로라 연구등 대기

권과의 관계를 통한 외부 자기장의 연구 등에 지구자

기장의 관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 다른

지구형 행성이나 달(위성)들의 진화 상태와 지구와의

상대연령 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행성의 자기장의

존재 여부와 세기 연구는 행성의 내부구조와 연관 지

어 필수불가결한 연구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기

후변화와의 관계를 통해 고환경의 지질시대의 지구자

기장의 변화가 그 시대의 기후시스템에 어떤 관계를

지니는 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 (e.g.,

Knudsen and Riisager, 2009) 지구자기장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생존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구자기장의 관측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영국물리학자인 William Gilbert에 의해 처음

과학적으로 개념화되어 유럽의 각 나라에서 지상관측

을 시작했으며, 특히 항해 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에서 자기관측소가 설치되

어 1918년부터의 기록을 시작하여(Lim et al., 2000)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옛 국립지리원), 전파연구소와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관측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기상

청에서도 지자기 관측소를 설치하여 그 측정을 시작하

고 있다. 

이러한 지자기 관측은 전 세계의 약 140여 개의 지자

기 관측소등에서 실시간(real-time)으로 측정을 하고 있으

며 이러한 자료들은 INTERMAGNET (INTErnational

Real-time MAGnetic observatory NETwork, http://

www.intermagnet.org)에서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충남 홍성 지자기 관

측소의 자료가 INTERMAGNET에 가입되어 1 Hz의

자료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자기관측소 자료 및 자력위성 등에서 측정된

지구자기장의 값들을 이용하여 국제 지구자기장 및 고

층대기물리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

magnetism and Aeronomy, IAGA)에서는 지구자기장

의 표준 모델(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 IGRF)과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영년변화

(secular variation) 모델을 제작하고 있으며 5년마다

이 모델을 업데이트 하고 있어 현재는 IGRF11 까지

제작되고 있다. 이 모델의 활용도는 지구물리탐사뿐만

아니라, 우주과학 및 군사, 항법, 측량 및 측지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지구자기장 모델연구는 Min

and Lee (1979)가 주어진 구면조화함수의 값으로부터

한반도의 지구자기장값을 계산하여 항공자력이상값 해

석을 시도하였고, Choi et al. (1991)는 옛 국립지리원

에서 측정한 지자기 측정 자료를 통해 남한지역의 지

구자기장 지도를 작성하였다. Yun (1999)은 인천지역

의 지자기 자료로부터 주변지역과의 자료를 비교하여

인천지역의 지자기 영년변화를 분석하였다. 국외에서는

현세의 지구자기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거 몇 천 년

전 지구자기장의 영년변화를 고고학적 유물에 기록된

자화값이나 항해에서 사용된 자력 자료 등을 통해 지

구자기장의 세기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러한 고고지자기 연구(Archaeomagnetic study)가 진행

되고 있다 (Park and Park, 2014)

이러한 지구자기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구면 조화함수(spherical harmonic functions)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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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지구에 분포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만족하

는 지구 자기장 모델을 제작한다. 또한 지구자기장의

시간적 변화를 모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적 분

포뿐만 아니라 시계열로도 존재해야 함으로 방대한 자

료가 요구되어 진다. 2014년 제작된 이러한 전지구적 구

면 조화함수 모델인 CHAOS-4 (Olsen et al., 2014)

인 경우 1999년부터 위성 자료인 Ørsted, CHAMP,

SAC-C와 INTERMAGNET의 관측소 월평균 자료를

포함한 총 3,409,743 개의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이를

반복법(iterative method)을 통해 얻은 계산된 계수는

25,177 개로 많은 작업량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

료가 전지구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에는 제작된 모델에 자료 분포에 따른 오차가 포함되

어 모델을 통해 얻은 지자기값들은 지역에 따라 왜곡

또는 부정확도가 높아진다 (Kim et al., 2013). 따라서

자료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 좀 더 국지적인 특징을 포

함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자기 모델을 얻

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지구자기장의 모델링보다는 지

역규모(regional-scale)의 지구자기장 모델이 더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면 스레피안 함수(Spherical Slepian

function)기법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자기 관측

소의 지자기 성분 자료를 이용하여 지자기 영년변화

모델을 제작하였다. 이 지역규모의 모델링 방법은 기

존의 구면조화함수와의 유사성을 지니며 여러 장점들

을 가지고 있어 포텐셜필드 자료를 통한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Han et al., 2008; Han, 2008; Plattner

and Simons, 2014). 특히, 관측소에서 기록된 지구자

기장의 시계열 자료로부터 자세한 영년 변화(secular

variation)을 파악하기 위해 영년변화 모델계수들을 3차

B-스플라인(cubic B-splines)을 사용하여 0.5년 간격으

로 영년변화의 양상을 관찰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지

역화된 모델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전지구적 자료를

활용한 지자기 모델인 CHAOS-4에서의 연구지역의 값

들과 비교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화하는 지구 자기장이

비교적 짧은 시기 (<1년)에 걸쳐 매우 급격하게 변화

하게 되는 현상인 지자기 ‘급변’(Geomagnetic jerk)을

관찰하기 위하여 구하여진 모델의 미분값인 영년 가속

도(secular acceleration)를 활용하여 모델의 유효한 시

기 동안 이러한 ‘급변’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 알

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의 원인은 아직

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Mandea

et al., 2010), 현재까지는 외부자기장의 원인 보다는

내부 자기장의 원인이 더 가까우며 특히 내부 자기장

의 원인인 외핵이 회전(자전)으로 인한 운동량에 따른

여러 방향의 움직임과 고체인 내핵의 비틀림 진동현상

(torsional oscillation)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을 뿐이다 (Bloxham et al.,

2002). 또한 자전속도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도 해석

되어 자전주기(day of length)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이

룬다는 연구 (Holme and Viron, 2005)도 발표되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2. 연구방법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두 가지의 수학적 모

델링 방법들을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화된 지자기 모델링 방법에 대한

이론적 전개와 둘째로 이렇게 제작된 모델계수들을 짧

은 시간적 변이에 따라 표현할 수 있도록 사용된 B-스

플라인(B-spline) 보간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

다. 이러한 수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지구적

구면조화함수 모델링(ex. Olsen et al., 2000; 2014)에서

응용된 지역화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중심

으로 하는 4개의 국제 지자기관측소 자료들을 통해 동

북아시아 지역의 지자기 영년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지역화된 모델링 방법

Haines (1990)는 지구자기장의 측정값들을 지역적으

로 모델링하는 방법들에 대해 종합하여 정리하여 놓았

다. 이 가운데 2차 다항식(surface polynomials), 2차

푸리에급수(double Fourier series)를 이용한 사각 구

면조화함수(rectangular spherical harmonics)과 구면 캡

조화함수(spherical cap harmonic analysis, SCHA)등

이 기술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제한에 대해 언급

하였다.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인

SCHA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넓은 국토의 나

라들과 북극, 남극, 유럽 등 넓은 지역의 특징을 고려

한 지구자기장값을 모델링하거나, 스페인 (Torta et al.,

1993), 이탈리아 (De Santis et al., 2003), 알바니아

(Duka et al., 2004)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의 모델링에도 가능한 분석법으로 선호 되었다. 

하지만, SCHA는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을

위해 정수가 아닌 실수인 차수(degree)를 활용하여 이

를 통한 르장드르 다항식(Legendre polynomials)을 계

산해야 하며, 또한 각각의 기저함수(basis func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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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성(orthogonality)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따

른 스펙트럼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

구에서 제시된 구면 스레피안 함수는 구면조화함수로

부터 유도되어 원하는 지역에 한정시켜 지역에 적합한

기저함수를 제작하여 필드값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특

히, 원하는 지역이 구면 캡에 한정시킬 필요 없이 닫

힌 다각형(closed polygon)형태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기저함수의 제작이 가능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 또한, SCHA와 달리 모든 함수의 직교성이

성립함에 따라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um)을 통

해 필드값의 세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지

방의 급변(geomagnetic jerk)을 연구하는 데 활용되기

도 하였다 (ex. Kim and von Frese, 2013). 이미

이 방법을 통해 위성 자료를 이용한 포텐셜필드의 이

상값 모델링에 관한 연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ex. Han, 2008; Han et al., 2008; Beggan

et al., 2013; Kim et al., 2013; Kim and von Frese,

2013), 관측소 자료를 통한 지역화된 지구자기장 모델

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스레피안 방법에 대한 수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면조화함수

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주어진 구평면(unit sphere, Ω)

에서의 일정 고도의 필드값을 f (θ, φ)로 표현할 때

θ, φ는 여위도(colatitude) 와 경도(longitude)로 하고

이를 구면조화함수 Y
mn

(θ, φ)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식

(1)에 보는 바와 같이

(1)

이며, n, m은 구면조화함수의 차수(degree) 및 계수

(order)이고, N은 절단 차수(truncation degree)이다.

g
mn
는 구면조화함수의 계수(coefficient), 또는 가우스

계수(Gaussian coefficient)라고도 하며 이는 시간에 대

한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공간에

한정시키기로 한다. 구면조화함수 Y
mn

(θ, φ)는 르장드르

연관함수(associated Legendre function, ALF)인

을 포함한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구면조화함수 Y
nm

(θ, φ)는 함수의 성격상 직교성

(orthogonality)이 성립하여 

 

처럼 표현되어 여기서 는 Kronecker 델타(delta)

로 다음과 같이 연산한다.

스레피안 함수는 이러한 전지구를 표현하는 구면조

화함수를 구면의 원하는 지역(R)을 중심으로 지역화

(localization)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식 (1)은 다시

(3)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각각, 스

레피안 계수와 지역화된 스레피안 기저함수(basis

function)라 할 수 있다. 

이 기저함수들은 구면조화함수와 지역(R)에 최적화

된 구면조화함수의 조합(combination)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고유치(eigenvalues)와 고유함수(eigenfunction)을

통해 계산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 때 는 구면조화함수에서 지역화된 기저함수로

변환해주는 계수(또는 고유)행렬로 직교성(orthogonality)

이 유지된다. 

원하는 지역에 최적인 고유함수들의 크기를 구할 때

나타내는 α값은 최대 (N + 1)2 까지 적용될 수 있

으며 (이럴 경우 전지구적 조화함수로도 사용) 보다 효

율적인 고유함수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함께 계산된

고유값(eigenvalue, λ
α
)의 변화에 따라 원하는 지역에

최적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함수의 크기를 정하도

록 한다. 

이렇게 원하는 지역에 최적화된 기저함수들을 사용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15o

정도의 지역에 지구자기장의 영년변화를 관찰할 것이

며 낮은 차수의 구면조화함수 계수에 해당하는 스레피

안 함수 계수를 계산하였다.

스레피안 함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수식과 활용에

관해서는 Simons and Dahlen (2006), Simons et al.

(2006) 과 Wieczorek and Simons (2005)에서 참조하

기 바란다.

2.2. 영년변화에서의 스플라인 보간법

국제 표준 지자기 모델인 IGRF의 경우 1910년부터

5년 간격으로 제작되어 가장 최근 2010년인 IGR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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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최종 모델(definite model)과 함께 영년변화의

계수를 제작하여 시간적인 지구자기장의 변화를 표현

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위성에서의 측정이

원활해지고 최근까지도 몇 해를 제외한 위성에서의 전

지구 범위의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하여 보다 자세한

시간 간격(e.g. 1년 또는 6개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남아있

는 몇 백 년전의 항해기록이나 유적물에서 획득한 지

구자기장의 성분값들로부터 지구자기장의 세기를 획득

하여 이를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지구자기장 모델로 제

작되고 있다. 즉, 불규칙하거나 오랜 간격의 지구자기

장 관측 자료들로부터 원하는 시간 간격의 지구자기장

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지구자기장의 구면조화함수

의 계수를 이러한 시간 간격으로 보간시켜 지구의 지

구자기장 영년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

는 방법 중 하나가 스플라인 방법이다. 

스플라인(spline)은 보간법(interpolation) 또는 곡선

의 피팅(fitting)을 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에 하나이며, 이러한 스플라인의 응용은 여러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는 시간에 따라 불규

칙하지만 평활(smoothing)하게 변하는 지구자기장의 영

년변화를 모델링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Olsen et

al., 2000, 2014; Sabaka et al., 1997, 2004). 

지구자기장 모델인 구면조화함수에서 영년변화는 가

우스계수인 g
nm

 (식 1에서)은 시간에 대한 변화에 대

해 기준년(epoch, t
o
)으로부터의 계수값과 계수의 시간

변위에 대한 도함수의 합으로 표현되며 (Sabaka et

al., 1997)

 

처럼 쓸 수 있다. 여기서 가우스 계수의 시간에 대한

도함수에 해당하는 를 영년변화 계수(secular

variation coefficient)라 하며 지구자기장의 변화 세기

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값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영년변화 계수는 스플라인의 구간별 기저함

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때 k는 스플라인의 차수(degree)이며, 는

기저함수이고, M은 총 스플라인 기저함수의 갯수이다.

기저함수는 주어진 구간에서 유효하고 모두 양(+)의

값을 지니며 합이 1이고, 구간 외에서는 0의 값을 갖

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구간별 기저함수에 적

합한 계수 Bp를 구한다면 같은 구간에 유효한 영년변

화의 계수값으로 간주하여 해당 년도의 지구자기장의

영년변화의 크기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스플라인에 대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humaker (1981)와 Sabaka

et al. (1997)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0.5년 간격으로 2011년

까지 3차(cubic) 스플라인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시간에

대한 영년변화 계수를 제작하였으며, 각 시간별로 연

구지역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구면조화함수의 최대

차수(degree)는 8로 전지구적 조화함수에서는 80개의

계수들의 집합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관심지역에 해

당하는 스레피안 기저함수들이 10개로 축소되어 총

310개의 계수들을 통해 연구지역의 시·공간별 영년변

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3. 지자기 관측 자료

국내 지자기 관측 자료는 최근 INTERMAGNET에

가입된 홍성 관측소의 1초 간격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

나 2013년부터 자료가 기록되어 연구 모델 기간에 벗어

나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전파 연구

소의 자료는 해당 연도의 자료가 있었으나 모델에 활

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전처리(pre-processing) 작업

(ex. 온도보정, 베이스라인 보정, 보간작업, 평균값 연산

등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활용이 어

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현재 INTERMAGNET의

관측소 자료만으로 영년변화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연구지역에 포함된 관측소는 일본 관측소 3곳과 중

국 관측소 1곳으로 Table 1에서 위치와 자료획득 상황

을 설명하였다.

4개의 관측소 가운데 Kakioka에서 제일 먼저 관측을

시작하였고, 중국 관측소의 자료는 연속적인 자료가

1996년부터 기록되어 있어 모든 관측소의 년평균 자료

의 시점은 1996.5년으로 한다. 여기서 영년변화를 보

기 위해서는 연속된 두 해의 차이값을 계산해야 하므

로 결국 영년변화 자료의 처음 시점은 1997.0년이며

모든 자료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2011.0년까지의 자료

를 활용하여 모델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0.5년 간격으로 모델을 제작하

기 위해 이러한 영년변화 자료를 월평균 자료로부터

다시 계산하여 0.5년 간격으로 자료를 뽑아 이를 모델에

활용하기 하였다. FIg. 1은 연평균자료만을 제공하는

영국지질국(British Geological Survey, BGS)의 자료를

gnm t( ) gnm to( ) t to–( )g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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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차이값을 계산하여 영년변화값을 나타내었고

(검은색 실선), 월평균 자료만을 제공하는 프랑스 지자기

연구부(Bureau Central de Magnetisme Terrestre,

BCMT)의 자료를 통해서는 6개월 단위로 1년(=12개

월)에 해당되는 간격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영년변화값

(검은색 점선)을 표현하였다. X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Y

와 Z성분은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관

측소의 지자기 자료들은 일평균(daily mean)으로 하여

이를 다시 월평균(monthly mean)으로 구하기 때문에

외부자기장으로 인한 일변화 성분은 제거되며 또한 영

년변화 자료를 얻기 위해 두 자료간의 차이를 계산할 때

관측소의 지각 자기 성분 역시 제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지자기 변화인 환전류(ring current)에 의

한 자기장 변화이거나 외부자기장에 의해 지구 내부에

서 유도되어 발생되는 지자기의 변화는 특히 남북 성

분인 X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태양의 자전

주기에 따른 지구자기장의 변화로 인해 지방시(local

time)에 의한 지역적 편차가 일어나 X성분의 혼란

(disturbance)이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월평균 자

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McLeod, 1994; Wardinsky

and Holmes, 2011; Brown et al., 2013). 최근에는

이보다 태양 주기보다 더 큰 주기(~210 일 또는 365

일)의 자기장의 변화를 CHAMP위성 자료에서 나타난

다고 보고되었고 (Kunagu et al., 2013) 지자기 관측

소 자료로부터 외부 자기장의 성분을 제거하려는 연구

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통계적 접근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내부 지구자기장의 영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러한 X성분에서의 외부 자

기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항식(polynomials)을

이용한 곡선맞춤(curve fitting)을 통해 최적의 장파장

곡선을 제작하여 X성분의 영년변화값으로 사용하였으

며 이러한 근사(approximation)는 다른 지구자기장 모

델의 영년변화 특징에서도 유사함을 볼 수 있다(Olsen

et al., 2006; 2014, Sabaka et al., 2004). 

 

4. 결과 및 토의

4개의 관측소를 포함하는 연구지역의 중심은 동경

132o, 북위 39o로 하고 유효반경을 15o로 설정하였다.

이 때 필요한 공간영역의 스레피안 계수들(Slepian

coefficients)은 10개로 제한되었으며 각 성분별 10개의

기저함수들이 연구지역에서 영년변화를 표현하게 된다.

Fig. 2는 연구지역에서 영년 변화의 각 성분별 기저함

수를 고유값(eigenvalue, λ
α
)의 큰 순서대로 처음 5개

를 표현한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1997년부터 2011년까

Table 1. A list of INTERMAGNET magnetic observatories used in this study

Observatory 

location
Station ID

Latitude

(deg. min)

Longitude

(deg. min)

Height 

(m)

Measure Start 

(yr.)
Country

Kakioka KAK 36° 14' 140° 11' 36 1913~ Japan

Kanoya KNY 31° 42' 130° 88' 107 1958~ Japan

Memambetsu MMB 43° 55' 144° 11' 42 1957~ Japan

Beijing BMT 40° 30' 116° 20' 183 1996~ China

Fig. 1. Comparison of the annual differences at Kakioka

Observatory. Black solid line indicates annual differences

from annual mean data from British Geological Survey

(BGS), while dashed-line does annual difference but

resampled 0.5 yr from monthly means data from Bureau

Central de Magnetisme Terrestre (BC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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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0.5년 간격으로 각 구간별 3차 스플라인 기저함수

를 설정하였으며 이로써 총 348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method)을 통해 310개의 스

레피안 계수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모델은 연구

지역에 시·공간적으로 최적화되었으며 모델을 통해

얻어진 예측값과 관측값들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와 RMS(Root

mean squares)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비교를 위해 앞에서 언급했던 전지구 모델인

CHAOS-4 (Olson et al., 2014)로부터 선택된 관측소

의 영년변화값들을 표현하였다. CHAOS-4 모델은 지

구자기장 성분을 구면 조화함수의 최대차수를 20까지

표현하며 시간에 따른 영년변화 및 영년가속도(secular

acceleration) 역시 5차 스플라인 방법을 이용하여 0.5

년 간격으로 계수들을 계산하였다. 이 때 사용된 자료

는 Ørsted, CHAMP 와 SAC-C 등의 위성 자료와

INTERMAGNET 의 관측소 월평균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4년 동안의 자료를 통해 1997.0  2013.5

까지 유효한 지구자기장을 표현할 수 있게 했다.

Fig. 3의 붉은 선으로 표현된 것이 CHAOS-4 모델

의 영년변화 성분값들이며 Y 및 Z성분등과 비교적 잘

일치하지만 X성분과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는 입력값과 지역화 모델 및 CHAOS-4

모델과의 차이를 각 성분별로 제곱하여 평균을 낸 값

Fig. 2. Localized magnetic vector basis functions corresponding to the largest five eigenvalues(Λ) that are optimally

concentrated with the stud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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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바(bar) 그래프와 함께 표현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X성분의 오차가 전체 오차에서 많은 부

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모

델만의 문제보다는 입력 자료의 근사 영향과 외부자기

장의 영향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화된 모델은 입력 자료와 평균 0.999의 상

관계수와 1.5 nT 이하의 RMS를 보이며 관측소 지역

의 영년변화를 훌륭히 나타냈으며 이는 전 지구를 경

계조건으로 하여 고른 자료 분포를 요구하는 CHAOS-4

모델에 비해 한정된 지역의 자료만을 통해 제작된 스

레피안 계수들이 좀 더 세밀한 영년변화의 특징들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계산된 지역화 모델의 계수들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영년변화의 성분별 값들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역시 비교를 위해 CHAOS-4 모

델에서 입력 자료와의 차이가 적은 2003.5년도와 가장

Fig. 3. Comparison among the input secular change data (blue), the modeled secular change (black) and CHAOS-4 estimates

(red) between 1997 and 2011 at the interval of 0.5 year. Note that the input of X component secular change data were

approximated by low-order polynomials in order to remove the external effects. Statistics are shown in Table 2.

Table 2. Statistics between the models with respect to the

observatory locations and magnetic components, as shown

in Figs. 3 and 4. Annotations are correlation coefficient

(C.C.) and root mean squares of the difference (RMS)

Observatory location 

/magnetic components

Localized model CHAOS-4

C.C RMS C.C RMS

Kakioka

(KAK)

X 1.0 2.1 0.93 3.6

Y 1.0 1.0 0.99 0.8

Z 1.0 1.5 0.98 3.0

Kanoya

(KNY)

X 0.98 1.2 0.87 3.8

Y 0.99 3.4 0.99 0.9

Z 1.0 1.6 0.99 2.6

Memambets

(MMB)

X 1.0 0.7 0.91 3.6

Y 1.0 0.7 0.98 1.0

Z 0.99 1.6 0.96 3.7

Beijing

(BMT)

X 1.0 1.5 0.87 3.8

Y 0.99 1.1 0.89 3.2

Z 1.0 0.8 0.92 6.4

Average 0.999 1.43 0.9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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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많이 보이는 2006년도를 선택하여 각 성분별

영년변화지도를 표현하였다. 각 년도에 따른 두 모델

간의 통계값들을 Table 3에도 표시하였다.

Fig. 5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특

징은 매우 유사하며 비록 모델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도 공간적 특징의 차이보다는 모델간의 RMS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심지어 큰 RMS를

나타내는 성분별 지도에서도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성 자료를 포함하지는 않고서도 단 4개의

관측소 자료만으로 지역화된 모델이 영년변화의 장파

장의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

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공간적 특징을 원한다거나 지

역범위가 확장되었을 경우라면 4개의 관측소만으로 공

간분포를 신뢰하기는 역부족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는 앞으로 지역의 위성 자료를 포함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얻은 영년변화 계수들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Fig. 4. Difference profiles corresponding to the observatories between the input data and the predicted values of (A)

localized model and (B) CHAOS-4. The red lines are for X component, the blue for Y component and the black for Z

component. The bar graph is also shown as the averaged-observatory component (absolute) difference values between the

input and the respectiv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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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곧 영년가속도의 계수가 되며 이 역시 스플라인

의 미분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특히 이 영년가속

도는 지구자기장의 ‘급변(jerk)’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가속도의 세기를 통해 ‘급변’ 현상의

시기 등을 판단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보고된 ‘급변’

은 2003년과 2007년 관찰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Chulliat et al., 2010; Olsen and Mandea, 2007),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구자기장의 변화는 국지적인 형

태로 발생되며 (Brown et al., 2013) 지역에 따라 북

반구와 남반구에서 발생하는 ‘급변’의 시간차(time

delay)도 보고되었다 (Tozzi et al., 2009; Kim et al.,

2013). 특히 유럽에 편중되어 있는 관측소의 자료에 의

존되어 있어서 보다 분명한 ‘급변’의 발생빈도와 원인

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Fig. 5. Spatial estimates of magnetic components representing secular var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 predicted by

CHAOS-4 and this study at both epochs 2003.5, when two models are most similar, and 2006.0, when two are most

different, in times series estimates. The units are nT/yr. Red dots indicates the location of magnetic observatories used in this

study.

Table 3. Statistics of the spatial estimate differences between the localized model in this study and CHAOS-4 for the years

that have most closeness (2003.5) and least (2006.0) in time series results, as shown in Fig. 5. Annotations are maximum

(Max), minimum (Min), average (Avg), standard deviation (Std), correlation coefficient (C.C.) and root mean squares (RMS)

Year of the model 

(extent to closeness)

2003.5

(most closeness)

2006.0

(least closeness)

magnetic comp. X Y Z mean X Y Z mean

Statistics of 

yearly model differences

Max* 8.7 10.4 7.3 8.8 8.7 10.4 7.3 8.8

Min* 0.0 0.2 0.0 0.1 0.1 0.0 1.1 0.4

Avg* 2.6 3.6 2.7 3.0 4.6 3.2 8.5 5.5

Std* 2.1 2.1 2.0 2.1 2.1 1.7 3.1 2.3

C.C. 0.91 0.96 0.98 0.95 0.96 0.96 0.97 0.96

RMS 3.39 4.16 3.35 3.63 5.1 3.60 9.13 6.00

*. the units are all nT/yr and the statistics are from the absolute values of th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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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서는 계산되어진 지역화된 영년변화 계수로

부터 얻어진 영년 가속도 계수들의 파워(power)를 지

표 고도에서 계산하여 연도별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영

년 가속도의 파워가 높은 펄스를 띠고 있는 경우 ‘급

변’이 발생한 해와 연관이 있으며 Chulliat et al.

(2010)은 전지구 영년 가속도 모델의 계수를 외핵-맨틀

경계(core-mantle boundary, CMB)에서 계산하여 살펴

본 결과 2006년에 최대값을 보였으며 이 연도를 기준

으로 전후의 지구자기장의 영년 가속도값은 역상관

(anti-correlation)을 보이며 지구자기장의 갑작스러운 변

화를 시사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CMB 깊이는 아니지만 지표상의 영년 가속도의 파워

는 2006년 주변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연속적으로 나

타나며,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서도 이러한 최대·

최소값이 바뀌는 양상을 보여 이 기간 동안 영년 가속

도의 급작스런 변화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하지만, Fig. 6을 통해서 정확한 ‘급변’의 시점을 언

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급변’이 전지구적으로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지역적인 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급변’의 원인이 되는 현상은 지표가 아닌

CMB부근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CMB에서 외핵의 움

직임에 의한 ‘급변’이 발생될 때 이러한 신호가 맨틀 및

지각을 통과하여 지표 및 위성 높이에서 관측될 때 생각

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및 지역에 따른 발생 시간 편차

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Malkin,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연구지역의 수평 범위는

구면 캡 (spherical cap) 지름 30도로 (~3300 km)

CMB의 깊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연구하기엔 너무 규

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변’을 일으키는 메커

니즘을 연구하는 논문에서는 2003년과 2007년의 ‘급변’

이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Silva and Hulot, 2012)

가장 최근 제작된 전 지구자기장 모델인 CHAOS-4

모델에서도 2003년 부근에서의 영년가속도의 변화는

2007년의 그것보다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Fig. 9 in Olsen et al., 2013) 전지구 모델에서도 ‘급

변’의 시기를 정확히 밝히는 데 있어서 자료의 성격

및 모델 방법 등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급변’의 시기를 찾기 위해서

는 좀 더 큰 연구지역을 설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여

이를 CMB에서 영년 가속도의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

고 또한 여러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급

변’의 발생 시기 변화와 지역적 편차를 연구해 나아갈

수 있겠다.

5. 결 론

연구지역 내의 INTERMAGNET 소속의 4개의 지

자기 관측소에서 3성분 지구자기장 관측 자료를 받아

1997년부터 2011년 동안의 지구자기장의 영년변화를

표현하는 지역화된 영년변화 모델을 제작하였다. 0.5년

간격으로 지구자기장의 영년변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역화한 구면조화함수인 스레피안 함수의 계수를 계

산하였고 이 계수들을 통해 예측된 모델값들은 입력값

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전지구 모델과

의 비교에 있어서도 지역화된 모델은 보다 작은 RMS

값을 보여 연구지역에서의 지구자기장의 변화를 잘 나

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모델을 통한 공간적인 분포에

있어서도 위성 자료를 포함시켜 제작한 전지구 모델인

CHAOS-4와 가장 오차가 컸던 시기와 그렇지 않았던

시기의 지역화된 영년변화지도와 비교할 때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 지역화된 모델이 충분히 공간

적 자료의 한계에도 장파장의 특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특징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위성 자료의 보완이 필요로 보인다.

또한 얻어진 모델값을 미분함에 따라 영년 가속도의

Fig. 6. Summed of sqaure root of secular acceleration

coefficients derived from localized secular variation

coefficients of this study with respect to the corresponding

years. Note that the years are marked in-between two

consecutive years because the secular acceleration is the

derivative of the secular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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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알 수 있는 계수로 활용됨으로써 지자기 ‘급변’

이라는 지구 자기장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21세기에 들어 2003년 및 2007

년 두 차례의 ‘급변’이 보고되었지만(Chulliat et al.,

2010; Olsen and Mandea, 2007) 본 연구지역에서는

‘급변’ 현상을 알려주는 영년 가속도 계수의 파워가

2001년과 2006년 부근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며 지구

자기장의 ‘급변’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

지만, 이러한 ‘급변’ 발생의 원인이 되는 CMB지역에

서 지표까지 그 신호가 전달되는 동안의 시간 지연과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한다면 ‘급변’ 현상이 전지구적으

로 동시에 관측되기는 어려우며 (Malkin, 2013; Brown

et al., 2013) 그 강도의 세기 역시 다르게 분포되어

각 지역에 따른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기에는 보다 많

은 연구가 필요로 하겠다. 특히 ‘급변’ 현상이 북반구

와 남반구에서 발생 시기의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와

(Tozzi et al., 2009; Kim and von Frese, 2013) 지

구의 자전주기와의 연관성을 찾아낸 연구 (Holme and

Viron, 2005) 등을 통해 이러한 ‘급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고, 현재뿐만 아니라 고대의 고고

학적 유물에 기록된 자화값이나 항해에서 사용된 자력

자료 등을 통한 고고지자기장(Archaeomagnetism)에서

도 이러한 ‘급변’ 현상의 발견이 있어(Gallet et al.,

2003) ‘급변’ 현상의 연구는 모든 시기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및 지역적으로 계속 진행되리라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충남 청양의 관측소가

INTERMAGNET에 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에는 유럽 우주항공국(ESA)에서 3개의 정밀 자기

관측 위성을 동시에 쏘아 올려 전방위적으로 지구자기

장을 관측하고 있다. 점점 지구자기장의 약화되고 있

는 지역이 발견되고 자극의 빠른 이동 속도 등이 현재

의 지구자기장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 관측 및 연구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해 나아가리라 본다. 지구 자기장은 인

류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자연 현상이며 이

를 보다 자세히 규명해 나아가기 위해 이 분야의 연구

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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