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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for magnetic silence technology of naval vessel, is to make lab deperm system and to evaluate 

the deperm capacity of naval vessel regarding deperm protocol. Initial permanent magnetic field of naval vessel is 

magnetized before deperm, having the magnetic field of the same size, to evaluate the deperm capacity regarding a 

variety of deperm protocol for experimental reliability growth. Current dead time effect of deperm protocol is measured at 

the different initial current, which are 8A, 6A and 4A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experiment under the same condition 

except changing duty cycle into 50% is carried out.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ompare the six different experiment 

outcomes. The result shows that the experiment with dead time improve the deperm capacity more than 48.51 percent 

comparing to the case without dea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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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반도체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양 수  자기 

감응식 기뢰의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구 자

기장의 수천-수만 분의 일의 정 도를 갖는 고감도 자기센

서는 함정의 운항에 큰  요소가 된다. 이러한 자기 감

응식 센서에 탐지 되지 않고 함정의 안 성을 보장하기 

하여 선진국에서는 1900년  부터 함정에서 수 으로 

되는 자기장 신호의 감  통제 방안을 한 다양한 

로젝트들이 략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함정의 소자  탈

자 기술과 련한 독자 인 자기처리시설(Magnetic 

Treatment Facility ; MTF)을 구축하여 함정의 자기정숙화

(Magnetic Silence)를 실 하고 있다[1][2]. 

함정에서 발생하는 수  자기장 신호를 최소화시키기 

한 자기 정숙화 방법으로는 탈자(Deperming)와 소자

(Degaussing)를 사용한다[3][4]. 탈자는 함정에 존재하는 

구 자화를 최소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해안가에 별도의 시

설을 갖추고 Deperm ME, Flash D, Anhysteretic deperm 

등의 규격화된 탈자 차에 따라 탈자를 진행한다. 소자는 

탈자처리 후 함정에 남아 있는 구자화와 지구자기장에 의

해 선체에 유도되는 유도 자화를 최소화시키기 한 방법으

로 함정 내부에 3축 방향으로 코일을 설치하고 코일에 최

의 류를 인가하여 수  자기장 신호를 최소화 시킨다[5].

함정의 자기 정숙화를 해 실시하는 탈자와 소자는 자기

장의 발생 성분에 의해 자기장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진

다. 따라서 함정의 자기 정숙화를 해서는 먼  함정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구자화와 유도자화의 분리가 선행되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군 함정의 자기 정숙화를 한 기 연구

로 자기 정숙화의 방법  탈자 로토콜 변화에 따른 탈자 

성능 향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함정 모델의 

구자화에 의한 자기장 신호와 유도 자화에 의한 자기장 신

호를 분기하기 하여 Inter-cardinal Run을 이용하 으며 

소형 탈자 시스템을 제작하여 구가기장 신호를 최소화시

키는 실험을 하 다. 한 탈자 로토콜의 기 류 변화

와 탈자 류가 0 A가 되는 Dead Time 구간을 탈자 로

토콜에 삽입하여 다양한 탈자 로토콜 변화에 따른 함정 

모델 탈자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 다.

2. 함정 자기장 특성

2.1 자기장 성분에 따른 함정 자기장 특성

강자성 선체를 갖는 함정의 자기장은 크게 발생 원인과 

자기장 방향 성분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함정의 자기장을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하면 구자기장(Permanent 

Magnetic field ; PM)과 유도자기장(Induced Magnetic field 

; IM)으로 나  수 있다. 구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이 자성

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 으로 작용한 경우 자기장이 제

거된 후에도 자성체 내에 잔류자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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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도자기장은 외부의 자기장이 자성체에 인가될 경우 

일시 으로 나타나는 유도자화가 원인이 되며 자성체의 형

상, 크기  재질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6]. 

구자기장과 유도자기장을 그림 1과 같이 방향성분으로 

길이 방향 자기장(Longitudinal Magnetic field ; LM), 수직 

방향 자기장(Vertical Magnetic field ; VM), 측 방향 자기장

(Athwartship Magnetic field ; AM)으로 구분한다.

함정에서 발생하는 구자기장과 유도자기장은 식 (1)과 

같이 쓸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자기장 방향 성분에 따라 구

분하면 식 (2)와 식 (3)과 같이 쓸 수 있다[7].

   (1)

 

  (2)



 (3)



식 (2), (3)은 자기장의 발생 원인에 따른 구자기장과 

유도자기장 성분과 함정의 자기장 발생 방향을 동시에 표기

한 식이다. 은 길이 방향 구자기장을 의미하며 

과 은 각각 수직 방향 구자기장, 측방향 구자기장

을 의미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 , 은 각각 길이 

방향 유도자기장, 수직 방향 유도자기장, 측 방향 유도자기

장을 의미한다.

(a) LM (b) VM (c) AM

그림 1 함정 자기장의 방향 성분에 따른 구분

Fig. 1 Classification based on magnetic directional 

component of vessel

2.2 Inter-Cardinal Run

함정에서 발생하는 구자기장과 유도자기장을 분리하기 

한 방법으로 그림 2와 같이 Cardinal Run 방법과 

Inter-Cardinal Run 방법이 있다. 

Cardinal Run 방법은 자북방향과 자남방향으로 왕복 이

동하면서 측정한 함정의 자기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함정의 

길이 방향 유도자기장()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같은 방

법으로 함정으로 서쪽 방향과 동쪽 방향으로 왕복 이동하면

서 측정한 함정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 방향 유도자기장

()을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Cardinal Run 방법은 북

남, 동서 방향으로 왕복 2회 기동이 필요하다.

Inter-Cardinal Run 방법은 과 을 분리하기 하

여 총 1회의 왕복 기동이 필요하고 Cardinal Run 방법에 비

하여 기동 횟수가 작은 장 이 있다. 그림 2의 (b)를 보면 

자북 기  서편 45도 방향으로 1회 왕복 기동한 자기장 데

이터를 측정하여 과 을 분리한다. Inter-Cardinal 

Run 방법을 사용 시 함정에 발생하는 자기장은 그림 3과 

같다.

(a) Cardinal Run (a) Inter-Cardinal Run

그림 2 함정의 자기장 분리 방법

Fig. 2 Classification based on magnetic directional 

component of vessel

(a) 선두방향 : 북서 (b) 선두방향 : 남동

그림 3 함정 45도 기동 시 함정의 자기장 분포

Fig. 3 Classification based on magnetic directional 

component of vessel

함정이 자북 기  서편 45도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자기

장의 성분은 식 (4)와 같고, 함정이 자남 기  동편 45도로 

이동할 경우의 자기장 성분은 식 (5)와 같다.

 
 
 

(4)

 
 
 

(5)

식 (4)와 (5)를 이용하여 각 방향을 따로 묶어 정리하여 

Local 좌표계 유도자기장( ,  ,  )과 구자기장 ( , 

 , )을 분리할 수 있다. 다음 식 (6)과 식 (7)은 분리된 

구자기장과 유도자기장을 나타내는 식이다. 식 (4)와 (5)

를 비교할 때 와 의 부호가 반 인 이유는 함정의 기

동방향이 반 이기 때문이고 ILM과 IAM의 부호가 반 인 

이유는 기동방향이 반 로 변해도 센서의 측정방향은 그

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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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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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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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정 모델 자기장 측정 실험

3.1 함정 모델

표 1과 그림 4는 실험에서 사용한 함정 모델의 제원이며, 

그림 5는 함정 모델의 재질인 SM45C의 M-H 곡선이다. 실

험은 각종 자성체나 기기기 그리고 상용 주 수에 의한 

자기장 잡음 요소가 으면서 지구자기장의 향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공터에서 실시하 다.

외경 44 mm

내경 35 mm

두께 4.5 mm

길이 330.8 mm

재질 SM45C

표 1 함정모델의 제원

Table 1 Specifications of a naval vessel model

(a) 길이
 

(b) 외경 

그림 4 함정모델의 축소 모형

Fig. 4 miniature of a naval vessel model

그림 5 SM45C의 M-H 곡선

Fig. 5 M-H curve of a SM45C

3.2 자기장 측정 실험 장치의 구성

그림 6은 함정 모델의 자기장 측정 실험을 보여 다. 함

정 모델은 비자성체인 라스틱 카트에 의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일을 따라 왕복 기동한다. 실험에 사용된 자기센

서는 의 해상도를 갖는 모델로 알루미늄 일 제작 시 

비자성체 나사를 사용하여 함정 모델 이외의 자성체는 자기

센서에서 향을 주지 않도록 하 다. 함정 모델 표면에는 

함정 모델 길이의 심이 되는 치를 표시하여 라스틱으

로 제작된 카트 에 놓이는 기  치로 설정하 고, 길이 

방향으로 양쪽 끝에 각각 A와 B를 표시하여 함정 모델의 

앞과 뒤를 구분하 다. 함정 모델의 치에 따른 함정 모델

의 자기장 데이터를 얻기 하여 함정 모델의 왕복 기동 시 

이  거리측정 센서(Leica Disto D8)를 이용하여 함정 모

델의 이동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 다. 카트의 높이와 

알루미늄 일의 두께를 고려하여 자기센서를 설치하 을 

때 자기센서와 함정 모델 심과의 이격 거리는 225mm이

다. 실험에서 사용된 자기센서는 국 Batington 

Instruments사의 three-axis fluxgate magnetometer 

MAG-03MCB70로 ±70까지 측정 가능하다[8]. 

그림 6 함정모델의 자기장 측정실험

Fig. 6 magnetic Experimental setup of naval vessel model

Inter-cardinal 기동 방법을 이용하여 함정 모델의 자기장

을 분리하는 경우 ILM과 IAM을 한 번에 분리하기 하여 

함정 모델을 자북기  서편 45도 방향과 자남기  동편 45

도 방향으로 왕복 기동시켜야 한다. 그림 7의 (a)와 (b)는 

각각 함정 모델을 자북 기  서편 45도 방향으로 이동시키

며 측정한 자기장 데이터와 함정 모델을 자남기  동편 45

도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측정한 자기장 데이터이며 측정된 

신호로부터 식 (4)～식 (6)을 이용하여 분리한 ILM과 IAM

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a) 자북기  서편 45도 방향 기동 (b) 자남기  동편 45도 방향 기동

그림 7 북서-남동 방향 Inter-cardinal Run 기동 시 측정된 

함정 모델의 자기장 데이터

Fig. 7 Measured magnetic flux density of naval vess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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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ter-cardinal Run 기동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한 함

정 모델의 ILM & IAM 데이터

Fig. 8 IAM & ILM data of separated vessel model using 

inter-cardinal Run

4. 소형 탈자 처리 시스템

4.1 소형 탈자 처리 시스템 제작

탈자 처리 시 함정 모델은 솔 노이드 타입의 코일 내

부에 치하여 구자기장 성분의 탈자를 진행하게 된다. 

한   코일은 탈자가 진행되는 동안 함정 모델 주 의 수

직 자기장과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반 인 자기장을 발생시

켜 외부 수직 방향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효율 인 탈자를 한 탈자 처리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직 인 탈자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코일과   코

일이다. 따라서 함정 모델을 충분히 자기 포화시킬 수 있는 

자기장을 발생시켜야 하는 구조 인 설계가 필요하며 이러

한 자기장의 크기는 보통 함정 모델의 재질이 갖는 보자력

()의 3～4배 정도의 크기이다[9]. 본 논문에서 소형 탈자 

처리 시스템에 사용할   코일    코일의 설계를 하여 

상용 자장 해석 도구인 Magnet 7.0을 이용하 다.   코

일을 설계하기 한 설계 조건은 첫째로 함정 모델 길이인 

0.33m 이상의 균일한 자기장   코일 내부에서 발생되도록 

하 으며, 둘째로 함정 모델 재질인 SM45C의 보자력 530 

A/m의 4배인 약 2,100 A/m 이상의 자기장을 발생되도록 

하 다. 그림 9와 표 2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작된 소형 탈

자 처리 시스템의   코일과   코일의 구조  제원을 나타

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탈자시스템의 제작이 완성된 모습

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9 소형 탈자 시스템의 개요도

Fig. 9 Schematic of Lab. deperm treatment system

구분   코일   코일

길이 557 mm 660×230×130 mm

외경 60.4 mm

턴 수 606 turns 각 30 turns

코일의 두께 0.9 mm 0.9 mm

항 2.935 Ω 상부 : 1.512 Ω 하부 : 1.509 Ω

인덕턴스

(60Hz)
1.958 mH

상부 :

1.352 mH

하부 :

1.339 mH

표 2 소형 탈자 시스템의 제원

Table 2 Specifications of Lab. deperm treatment system

그림 10 제작된 탈자처리시스템

Fig. 10 Manufactured Lab. deperm treatment system

그림 11과 그림 12는 각각   코일과   코일에 4A의 

류가 흐를 때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측된 코일 축 방향 

치에 한 자기장 세기(H field) 데이터와 실제 측정된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된 

장비는 F.W. Bell사의 Model 6010 Gauss/Tesla Meter와   

코일은 axial probe,   코일은 Transverse probe를 이용하

다. 그림 11을 통하여 결과를 비교하면 수치해석을 통한  

자기장 세기 결과와 제작된 코일의 자기장 세기 결과가 상

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와 같이 실제 측

정된 자기장 세기의 분석 결과 -110mm에서 120mm까지 균

일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Gauss/Tesla Meter는 Hall Sensor를 이용하는 측정 장비로 

측정 범 가 넓은 신,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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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X 코일 치 따른 자기장 세기

Fig. 11 Magnetic field intensity of X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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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Z 코일 치에 따른 자기장 세기

Fig. 12 Magnetic field intensity of Z coil

그림 13은 소형 탈자 처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코일에는 탈자 로토콜을 인가하기 하여 NF bipolar DC 

power supply와 DAQ 그리고 LabVIEW를  연결하여 

LabVIEW에서 만들어진 류를   코일에 인가되도록 하

으며,   코일은 소형 탈자 시스템이 있는 치의 수직 방향 

자기장을 상쇄하기 하여 unipolar power supply를 이용하

다. 소형 탈자 시스템의 모든 power supply와 DAQ  

노트북을 켠 상태에서 함정 모델이 치 할 지 의 자기장

을 Fluxgate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수직 방향(  방향)으

로 28   (22.28 A/m)가 측정되었다. 따라서   코일에 

0.14A의 류를 인가하여   방향으로 자기장을 생성하고 

함정 모델의 치에서의 총 수직 자기장을 0으로 만들었다.

그림 13 소형 탈자 시스템의 구성

Fig. 13 Consists of Lab. deperm treatment system

4.2 함정 모델 착자 처리

그림 14는 탈자 로토콜의 탈자 성능 단을 하여 함

정 모델을 임의 탈자 처리 후 다시 착자 처리시킨 그래 이

다. 여러 탈자 로토콜에 의한 탈자 성능을 단하기 해

서는 함정 모델의 기 구 자기장이 매번 동일한 상태에

서 탈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함정 모

델의 임의 탈자 처리 후 2A의 직류 류를 100  동안 소형 

탈자 처리 시스템의   코일에 인가하여 함정 모델을 착자 

처리하 다. 총 5번의 실험 결과 5번 모두 그림 14와 같이 

오차율 5% 이내에서 구 자기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4 착자 처리 된 함정 모델 자기장 데이터

Fig. 14 Magnetic flux density of magnetized naval vessel 

model 

4.3 탈자 로토콜에 따른 탈자 결과

그림 15부터 그림 20까지는 탈자 로토콜에 따른 탈자 

처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와 그림 16은 탈자 

기 류 8A, 탈자 류 주기는 50회로 탈자 로토콜 1step

당 0.08A의 류가 변화하여 최종 50번째 step에는 -0.08 A

로 탈자가 끝나게 된다. 한 그림 15는 탈자 지속 시간을 

100 , 류 dead time은 0%로 하 으며, 그림 16은 탈자 

지속 시간을 200 , 류 dead time은 50%로 하여 류 

dead time에 의한 탈자 효과를 비교하 다. dead time에 의

한 류 duty cycle로 dead time 50%인 경우는 류의 

high, 0, low가 동일한 시간동안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림 

16의 탈자 지속 시간을 그림 15의 2배로 설정한 이유는 

dead time이 탈자 로토콜에 용되는 경우와 용되지 않

은 경우의 류의 high와 low를 동일한 시간동안 작용하기 

함이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그림 15와 그림 16의 탈자 

로토콜 설정과 동일하며 기 류의 크기만 6A로 용

하여 탈자 로토콜 류 변화의 크기는 0.06A/step이며, 그

림 19와 그림 20은 기 류를 4A로 용하여 탈자 로

토콜 류 변화의 크기는 0.04A/step이다. 

표 3에서는 탈자 로토콜의 류 dead time이 탈자 성능

에 미치는 향을 센서 각 축에서 백분율로 표 하 다. 수

치의 계산은 [{1-(50% Dead Time data / 0% Dead Time 

data)}×100] [%]로 백분율이 높을수록 dead time에 의한 탈

자 성능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그림 15부터 그림 20까지의 

비교 결과 탈자 로토콜의 기 류의 크기에 상 없이 

탈자 로토콜의 류 dead time을 50%를 용한 경우가 

dead time을 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48.51% 이상 함정 모

델의 탈자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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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Non-Dead Time, 기 류 8A, 100s, 주기:50 cycle

Fig. 15 Non-dead time, Initial current : 8A, 100s, period : 

50 cycle 

그림 16 Dead Time 50%, 기 류 8A, 200s, 주기:50 cycle

Fig. 16 Dead time 50%, Initial current : 8A, 200s, period : 50 cycle

그림 17 Non-Dead Time, 기 류 6A, 100s, 주기:50 cycle

Fig. 17 Non-dead time, Initial current : 6A, 100s, period : 50 

cycle 

그림 18 Dead Time 50%, 기 류 6A, 200s, 주기 : 50 cycle

Fig. 18 Dead time 50%, Initial current : 6A, 200s, period : 50 

cycle

그림 19 Non-Dead Time, 기 류 4A, 100s, 주기 : 50 cycle

Fig. 19 Non-Dead Time, Initial current : 4A, 100s, period : 

50 cycle

그림 20 Dead Time 50%, 기 류 4A, 200s, 주기 : 50 

cycle

Fig. 20 Dead time 50%, Initial current : 4A, 200s, period : 

50 cycle

       센서좌표

기 류 

  방향 

(수평방향)

  방향

(수직방향)

8A 48.51 % 49.70 %

6A 50.53 % 54.34 %

4A 52.74 % 51.76 %

표 3 Dead time 용 시 탈자 효과

Table 3 Dead time effect by deperming protocol

5. 결  론

본 논문은 해군 함정의 자기 정숙화를 한 연구로 소형 

탈자 처리 시스템을 제작하여 함정 모델의 구자기장을 최

소화 시키는 탈자 실험을 진행하 다. 소형 탈자 시스템의 

X 코일과 Z 코일은 상용 자장 수치해석 로그램인 

MagNet을 이용하여 설계하 으며 코일 제작 후 코일 치

에 한 자기장 측정 데이터와 수치해석에서 측된 데이터

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소형 탈자 시스템의 

실험은 LabView 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된 탈자 로토

콜을 다양하게 변화 시키며 진행 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탈자 로토콜은 기 탈자 류를 8A, 6A, 4A로 변화 시

켜 탈자 로토콜 진행 동안 변화하는 류 Step에 따른 탈

자 성능을 연구 하 으며, 탈자 로토콜에 류 Dead 

Time을 삽입하여 류 Dead Time의 탈자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연구하 다. 류 Step 변화 실험 결과 탈자 류 

Step이 0.08A/step, 0.06A/step, 0.04A/step으로 어들수록 

탈자 효과가 증 하 다. 한 탈자 로토콜에 류 Dead 

Time 삽입 실험 결과 Dead Time을 삽입하지 않은 경우 보

다 48.51% 이상 탈자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탈자 처리 

동안 함정 모델 자화량 안정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함정 자기정숙화를 한 탈자 처리 

시스템 확보와 탈자 로토콜 개발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

며, 한 함정 자기 피탐지 감소 기술을 높여 궁극 으로 국가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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