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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함정의 탈자결과 평가를 위한 자계신호의 분리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해저 면에 설치되는 사각코일로부터 발

생하는 불균일한 자계가 분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신호와 FEM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측정신호는 제작된 

모델함에서 발생하는 자계를 자계센서로 측정한 것이며 FEM 계산은 제작된 모델함과 동일한 형상으로 수행되었다. 
ILM(induced longitudinal magnetization) 신호와 IVM(induced vertical magnetization) 신호는 함정이 가지는 투자율

과 지자계의 수평과 수직방향 성분에 의해 각각 발생하는 자화에 의한 것이며, PLM(permanent longitudinal 
magnetization) 신호와 PVM(permanent vertical magnetization) 신호는 함정의 영구자화의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각 코일의 수직방향의 자계는 균일한 지자계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어 사각코일의 

면적에 가까운 크기를 가지는 함정 일수록 사각코일의 자계 불균일성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됨을 알았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eparation of magnetic signal from a ferro-magnetic object. The magnetic signals were 
ILM(induced longitudinal magnetization) and IVM(induced vertical magnetization), which were induced by earth 
magnetic field and PLM(permanent longitudinal magnetization) and PVM(permanent vertical magnetization), which 
were due to a permanent magnetization of the object, respectively. Magnetic signal separation was based on the fact 
that magnetization vector could be analyzed according to longitudinal and vertical directions. Also the influence of 
non-uniform magnetic field from a rectangular coil on the separation was examined. A military vessel with a size close 
to rectangular coil has more errors on the magnetic signal separation.

키워드 : 자화성분분리, 자기신호, 지자계, 함정

Key word : magnetic component separation, magnetic signal, earth magnetic field, militar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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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투자율과 잔류자화를 가지는 함정과 같은 강자성체

가 지자계에 노출될 때, 투자율과 잔류자화에 비례하여 

자계를 발생시킨다. 수중기뢰는 강자성체의 선체에 의

해 발생하는 자계를 탐지하므로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발생자계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자와 탈자와 같은 자기처리 기술이 연구되어 왔

다[1-4]. 이 중, 탈자는 지자계가 균일한 해상에서 정해

진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5] 탈자 후 함정으로부터 발생

하는 자계신호를 성분별로 분리[6]하여 탈자결과를 평

가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함정을 해저에 설치된 사각코

일 바로 윗 수면에 지자계의 수평방향(자북-자남)으로 

함정의 선수 또는 선미를 배치한다. 다음에 함정에서 

발생하는 자계신호를 해저에 설치된 자계센서로 측정

한 후, 다시 함정선수의 방향을 바꾸어 자계신호를 측

정한다. 이것을 턴쉽(turn ship:선수 또는 선미의 방향을 

남-북으로 한번, 북-남방향으로 바꾼는 것)에 의한 측정

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사각코일로 함정 높이 중심부에

서 지자계의 수직성분을 상쇄시킨 후, 함정에서 발생하

는 자계신호를 다시 측정하며 총 세 번에 걸쳐 자계신

호를 측정한다. 측정된 신호는 연산을 통해 함정의 길

이방향(지자계의 수평성분 방향), 상하방향(지자계의 

수직성분 방향) 별로 영구자화에 의한 신호과 지자계에 

의한 유도자화 신호로 분리한다. 이 때 연산에서는 영

구자화에 의한 신호는 유도자화에 의한 신호와 동일한 

모양을 가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리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첫째는 분리된 자계신호가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선

체에서 방향별로 분해된 자화에 의한 것인가 이며 둘째

는 영구자화에 의한 신호가 유도자화의 모양을 따르는

가이다. 그리고 균일한 수직방향의 지자계를 사각코일

에서 발생하는 불균일한 자계로 상쇄시킬 때 자화분리

에 미치는 영향이다. 실제로 해군에서는 위와 같은 자

화분리 방법으로 탈자결과를 평가하지만 이에 대한 물

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화분리의 이론적 근거와 사각코일의 

불균일한 자계의 영향을 측정 신호와 FEM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Ⅱ. 본  론 

2.1. 자화분리 방법

그림 1은 함정을 지자계 내에서 턴쉽(모델함의 하

였을 때 함정의 자화성분의 변화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턴쉽에 의해 ILM(induced longitudinal 
magnetization)과 IVM(induced vertical magnetization)
은 지자계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므로 동일한 방향을 가

진다. 그리고 PVM(permanent vertical magnetization)은 

턴쉽을 하더라도 자화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PLM 
(permanent longitudinal magnetization)의 방향이 바뀌

게 된다. 여기서 ILM은 지자계의 수평방향성분에 의해 

유도되는 함정의 길이방향의 자화성분이고 PLM은 지

자계와 상관없이 함정의 길이방향 영구자화성분이다. 
IVM은 지자계의 수직방향 성분에 의해 함정의 상하방

향으로 유도되는 자화성분이고, PVM은 함정의 상하방

향의영구자화성분이다.

그림 1. 턴쉽에 의한 자화성분 변화

Fig. 1 magnetization change due to turn ship

그림 2. 자계신호의 분리

Fig. 2 magnetic sign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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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턴쉽을 하면 방향이 바뀌는 PLM의 크기에 

따라 측정되는 자계신호는 달라진다. 그림 2는  ILM과 

PLM, IVM, PVM에 의한 신호들의 성분분리를 설명하

기 위한 모식도이다. 그림에서 Sn과 Ss는 턴쉽에 의해 

측정된 자계신호로 Sn은 선수가 북쪽, Ss는 선수가 남

쪽일 때의 자계신호이다. ILM신호는 Sn(ILM+PLM+ 
IVM+PVM)신호와 Ss(ILM-PLM+PIVM+PVM)신호를 

식(1)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IVM은 식(2)를 이용해

서 구한다.

ILM_s=(Sn-Ss)/2      (1)

IVM_s=(Sn-Sn_zloop)       (2)

즉, 사각코일에 전류를 흘려 수직방향의 지자계를 상

쇄시키면 IVM이 제거되므로 이 상태에서 Sn_zloop(사
각코일 자계가 있을 때의 Sn)를 측정하면 ILM+PLM 
+PVM의 신호가 얻어진다. 이 신호와Sn 신호를 감산하

면 IVM신호가 얻어진다. PVM신호는 PVM신호로부터 

구한다. 이 때, PVM신호가 IVM신호와 크기는 다르지

만 신호의 모양은 같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함

정의 영구자화는 지자계에 의해 축척된다는 것을 의미

하며 PLM과 ILM의 신호에도 같이 적용된다. 그림 2에
서와 같이 Sn과 Ss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ILM 신호가 

0이 되며 앞의 가정에 따라, PLM 신호도 역시 0이 된다. 
이 교차하는 지점의 자계는 VM 신호, 즉, PVM+IVM 
신호가 된다. 이 교차점에 센서를 두고 사각코일로 지

자계를 상쇄시키면 IVM 신호가 0이 되므로 이 지점에

서의 PVM의 신호의 크기가 구해진다. 이 지점의 PVM 
신호와 IVM 신호의 비, alpha를 구할 수 있으므로 PVM
의 신호는 다음 식과 같이 alpha를 IVM 신호에 곱하면 

구할 수 있다.

PVM_s=alpha×IVM_s                     (3)

이제 ILM_s와 IVM_s, PVM_s가 모두 구해졌으므로 

이 신호들을 Sn신호와 감산을 하면 식(4)과 같이 PLM
신호가 구 해진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LM_s=Sn-(ILM+IVM+PVM)_s            (4)

그림 3. FEM 해석모델 

Fig. 3 FEM Analysis Model

이런 계산과정을 통해 측정된 Sn신호로부터 Ss, Sn_ 
zloop을 이용하여 ILM과 IVM, PVM, PLM의 4가지 신

호가 순차적으로 분리된다.

2.2. FEM모델을 이용한 자화분리

FEM해석에서는 그림 3의 해석모델을 이용하였다. 
이 모델에서 지자계는 경계면에 수직과 수평으로 자계

를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모델함의 물성치로

써 등방성 투자율과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각각 자화를 

설정할 수 있다. 자화분리를 위한 FEM해석은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 번째 경우는 ILM과 

IVM, PLM, PVM에 의한 신호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하

는 것이다. ILM 신호를 구할 때에는 모델함에 투자율만

을 입력한  지자계의 수평방향성분만을 인가하며, IVM 
신호는 수직방향의 지자계만을 설정하여 각각 계산하

였다. PLM 신호는 수평방향으로, PVM 신호는 수직방

향으로만 입력하여 계산하였다. 단, 이 때, 지자계는 설

정되지 않는다. 이 계산으로 ILM, PLM, IVM, PVM 신
호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자화분리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

우 IVM 신호를 구할 때, 사각코일을 사용하지 않고 수

직방향의 지자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세 번째의 경우는 

사각 코일을 사용하여 코일에서 발생하는 불균일한 수

직자계가 균일한 지자계의 수직성분을 보상시켜 계산

하였다. 이 계산을 통해 사각코일의 자계가 지자계의 수

직성분을 완전히 상쇄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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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그림 4는 실제 제작한 모델함에서 발생하는 자계를 

측정한 것과 계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치는 모

델함을 턴쉽하여 측정한 것이고 계산치는 다수의 투자

율과 수직 및 수평자화를 FEM모델에 입력하여 얻어진 

Sn이 측정한 Sn신호가 되도록 피팅하였다. 

그림 4. 측정된 자계신호와 계산된 자게신호

Fig. 4 Measured and calculated magnetic signals

그리고 그림에서와 같이 Ss의 계산치는 Sn으로부터 

구한 투자율과 자화값을 입력한 상태에서 모델함의 방

향을 바꾸어 계산된 것으로 실측치와 오차가 존재하였

다. 그리고 FEM 모델에서는 실제 모델함의 두께, 
0.15mm로 계산이 어려워 두께를 1mm로 하여 계산하

였기 때문에 실측치와 계산치의 발생자계의 크기가 다

르다. 따라서 각각을 최대치로 규준화하여 신호의 모양

을 맞추었다. 표 1은 그림 4의 Sn 피팅을 위해 입력한 투

자율과 자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1-#3은 선수

부분과 중앙부분, 선미부분을 각각 나타낸 것으로 실제 

제작한 모델함도 동일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 후 나오

는 세 가지 자화분리의 계산결과에는 표 1의 투자율과 

자화가  이용되었다. 그림 5는 자화분리에 대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a)-(d)에서와 같이 ILM, IVM, PVM, PLM의 신호가 

두 경우 모두 동일하였다. 이것은 ILM과 IVM은 투자

율을 가지는 함정에 지자계의 수평방향성분과 수직방

향성분에 의해 각각 발생하는 것이며 PLM과 PVM은 

함정이 가지는 영구자화의 수평과 수직방향 성분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기타

투자율 180 200 200 유도자화성분

수직자화
(A/m) 0.0012 0.004 0.0016

영구자화성분
수평자화

(A/m) -0.0018 -0.001 -0.0004

표 1. FEM 해석에 적용된 자화와 투자율.
Table. 1 magnetizations and permeabilities for FEM 
analysis

또한 자화분리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영구자화의 모

양은 유도자화의 모양을 따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2는 ILM의 크기가 거의 0인 지점에서 PVM의 신호와 

IVM의 신호, 그리고 그 비인 alpha를 구한 것이다. ILM
이 0에 가까운 지점은 거의 함정의 길이방향에 있어서 

정중앙이며 Sn과 Ss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이 지점에

서 구한 PVM과 IVM 신호의 비인 alpha는 0.1875였고 

이 값이 그림 5(b)에서 보인 IVM 신호에 곱해져 그림 

5(c)의  PVM 신호가 구해졌다. 그림 6은 자화분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6(a)와 같이 

ILM 신호는 두 경우 모두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림 6(b)
에서와 같이 IVM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6(c)의 PVM 
비교에서는 두 경우 모두 일치하는 것은  IVM에 곱해

지는 alpha가 매우 작아 그래프 상에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림 5. 균일 지자계 공간에서 분리된 신호의 비교

Fig. 5 comparison of separated signals under earth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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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mm)

IVM
(A/m)

PVM
(A/m) alpha

697 2.6207 0.4913 0.1875

표 2. 균일 지자계공간에서 IVM과 PVM의 비

Table. 2 Ratio of IVM to PVM under earth magnetic 
field

그림 6. 불균일 지자계 공간에서 분리된 신호의 비교

Fig. 6 comparison of separated signals under earth 
magnetic field and z coil field. 

position 
(mm)

IVM
(A/m)

PVM
(A/m) alpha

705 3.5783 0.4984 0.1393

표 3. 불균일 지자계공간에서 IVM과 PVM의 비

Table. 3 Ratio of IVM to PVM under earth magnetic 
field and z coil field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PLM의 비교에서는 두 경우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

각코일의 자계가 함정 높이 중심에서 지자계의 수직성

분을 상쇄시킬 수 있지만 함정 전체에 있어서 수직방

향의 지자계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2는 표 1과 같이 ILM이 0이 가까운 지점에서 alpha를 

계산한 것으로  표 1과 같이 ILM이 0이 되는 지점은 표 

1과 같이 함정 길이 거의 중앙부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해군의 탈자결과 평가를 위한 자계신호의 분리방법

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해저 면에 설치되는 사각코일로

부터 발생하는 불균일한 자계의 영향을 측정 신호와 

FEM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ILM 신호와 IVM 신호는 함정이 가지는 투자율과 

지자계의 수평과 수직방향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자

화에 의한 것이다.
(2) PLM 신호와 PVM 신호는 함정의 영구자화의 수평

성분과 수직성분에 의한 것이다.
(3) 지자계의 수직방향성분을 상쇄하기 위한 z코일의 

수직방향의 자계가 불균일하여 균일한 지자계를 완

전히 상쇄할 수 없다. 

함정에서 발생하는 자계신호를 수직 및 수평 방향으

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함정의 형상에 분포하

는 자화벡터를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분해된 자화의 합

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각코일의 면

적에 가까운 크기를 가지는 대형함 일수록 사각코일의 

자계불균일성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됨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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