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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 의한 수중 정자기장 신호는 수중 방사소음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는 특성을 가지지만 근
거리에서 정확한 표적 탐지가 가능하므로 감응 기뢰 체계에서 기폭 신호를 제공하는 신호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상용 전자기 해석 도구를 활용하여 함정 선체, 내부 구조물 및 주요 탑재장비들에 의한 수중 정자기장 신호 특성 예측 결
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추가로 대상 함정에 소자코일을 배치하여 소자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어 :감응 기뢰, 수중 정자기장, 유한요소해석, 소자 효과도

I. 서 론

함정에 의해 수중으로 방사되는 다양한 감응 신호들은 기

뢰체계의 탐지센서들로부터 쉽게 탐지됨으로 인해 제 1차 세

계대전 이후부터 함 생존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함정 선체 및 탑재장비들에 의해 발생되는 수중 방사소음

(underwater radiation noise) 신호 및 정 자기장(static magnetic

field) 신호는 감응 기뢰체계(influence mine system)에서 주

탐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1-3]. 함정에서 발생되는 수중 방

사소음 신호는 추진기, 기계류 및 유체 소음을 포함하는 수

Hz에서 수십 kHz 대역에 분포하는 광범위한 신호로서 함정

소음원으로 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른 신호 감쇄율이 작아 원

거리 탐지가 가능한 반면 함정 운용 환경 및 해양 환경 조건

에 민감한 단점으로 인해 주로 표적 인지 및 보조 발화원으

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함정 정자기장 신호는 해양 환

경 조건 변화에 무관하고 근거리 영역에서의 정확한 표적 식

별 및 탐지가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감응 기뢰체계

에서 최종 발화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실 운용 환경에서 1 nT급의 미세한 자

기장 신호 변화까지 탐지가 가능한 고 성능 자기센서의 개발

이 보편화됨으로 인해 국내 신조 함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

정에서 발생되는 수중 정자기장 신호의 특성을 정확히 예측

하고 엄격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은 함정 생존

성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정 정자기장 신호 특성 예측 기법

의 국내 독자 연구의 일환으로, 상용 전자기장 해석 도구인

MAGNETTM 소프트웨어[4]를 사용하여 함정 선체, 내부 구조

물 및 탑재 장비 해석 모델, 지구 자기장 환경 해석 모델 및

소자 코일 해석 모델들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링 기법을 제안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대상 함정에서 발생되는 정자기장

신호 특성을 정밀 예측하고 소자코일 전류 인가 전/후의 소

자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II. 함정 선체 및 탑재장비에 의한

정 자기장 신호 특성

강자성 선체를 가진 함정의 정 자기장 신호는 지구 자기장

환경 하에서 함정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자화에 의해 발생되

는 자기장 신호로서 함 건조 과정에서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강자성 재질의 선체 및 탑재장비에 영구적으로 자화되는 영구

자기장(permanent magnetic field) 성분, 지구 자기장 하에서의

함정 항해 방향 및 자기 위도 변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기되

는 유도 자기장(induced magnetic field) 성분, 함정의 요동에

의해 선체 표면에 발생되는 와전류 자기장(eddy-current

magnetic field) 성분, 함정 내 각종 전력기기 및 전력선 등에

의한 누설 자기장(stray magnetic field) 성분으로 구분된다. 이

들 중에서 강자성 선체 재질로 건조되는 함정의 경우에는 영

구 자기장 및 유도 자기장 성분이 함정 발생 자기장의 대부분

을 차지한다. 또한 함정 발생 자기장을 함정 축 방향에 따라

*Tel: (055) 540-6341, E-mail: csyang@add.re.kr Fig. 1. (Color online) Four influences of the ship’s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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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면 함정 수직 방향의 수직 자기장, 수미선 방향의 종축

자기장, 현측 방향의 횡축 자기장 성분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각 성분들은 영구 자기장 및 유도 자기장 성분을 가진다[5].

강자성 재질의 함정 선체 및 탑재장비에 의한 지구 자기장

의 외란(anomaly) 신호는 다음과 같이 자속밀도 와 자기장

의 세기  사이의 구성 방정식 및 맥스웰 방정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

(1)

여기서, 는 전류 밀도, µ는 인가 지구 자기장 자장 하에서

의 선체 재질의 투자율을 나타낸다.

만일 함정 선체 및 탑재장비가 외부 지구 자기장의 세기

( )에 놓이게 되면, 외부 지구 자기장에 의해 강자성 선체

내부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세기( )가 발생된다. 또한 함정

선체에 영구 자화에 의한 잔류 자속밀도가 존재한다면, 자속

밀도 는 식(2)와 같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투자율 µ는 상대 투자율 µr과 공기 중의 투자율 µ0

의 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식(2)는 함정 선체 및 탑재장비가 지구 자기장 환

경 하에 위치할 경우에 함정 주변에 분포되는 자속밀도(이하,

자기장)를 표현하는 식이 된다[6].

III. 함정 발생 정자기장 신호 특성 해석

1. 예측 기법

강자성 재질의 함정 선체 및 탑재장비로부터 발생되는 정

자기장 신호 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존 함정의 신호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장 신

호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함정과 유사한 함

정들(강자성체 부피, 무게, 형상 등)의 실 측정 자기장 신호

로부터 대상 함정의 자기장 신호 크기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존 함정들에 대한 자기장 측정 신호 데이터베이스

가 구축되어 있어야 신뢰성 있는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타원 형태의 자기 쌍극자 모델(ellipsoid dipole

modeling)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함정의 형태가 회전 타

원체인 잠수함에 대한 자기장 예측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

로 비교적 단 시간에 근사적인 계산이 가능하지만, 예측 정

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

셋째, 유한요소해석(FEM)과 같은 수치 해석 방법을 이용하

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 해군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방법으로 모델링 과정이 복잡하고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단점은 있으나 해석 정확도가 타 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수치해석 기법 기반의 상

용 3차원 전자기장 수치해석 를 이용하여 함정으로부터 발생

되는 자기장 신호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함정 선체 및 내부 장비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

함정에서 강자성체로 구성된 부분은 크게 외부 선체를 포

함하여 수밀 격벽, 갑판, 엔진 등의 내부 탑재장비부터 책상,

사물함, 식기 등과 같이 다양하지만 실제 유한요소 해석 시

함정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소형 자성체까지 모델링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자성 재질로 구성된 외

부 선체, 수밀 격벽, 갑판 및 주요 탑재 자성체들에 대해서만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소형

자성체들에 대해서는 외부 선체, 수밀 격벽, 갑판 및 주요 탑

재 자성체들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 과정에서 중량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체 두께 등을 조정하는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해석 대상 함정에 대한 세부 제원 정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표기하지 않았다.

가. 외부 선체 모델링

함정 선체(수밀 격벽 및 갑판 포함)의 형상은 대상 함정

B

H

∇ B = 0•

∇ H = J×

B = µH

J

H0

Hred

B = µH + Br = µ0µr H0 + Hred( ) + Br

Fig. 2. (Color online) External hull model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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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도면과 일반 배치도면 자료로부터 유한요소 해석에 용

이하도록 단순화된 모델로 제작되었다. Fig. 2와 Fig. 3은 유

한요소 해석 도구에서 모델링된 함정의 외부 선체, 수밀격벽

및 갑판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선체,

수밀 격벽 및 갑판의 두께는 선체 재질 자료와 실제 중량 자

료를 반영하여 약 1.0~2.0 cm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함정

선체 재질이 연철인 함정의 경우에는 상대 투자율을 300으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7], 최근에는 함정 선

체가 고장력강(AH36 등)으로 제작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

서는 연철의 투자율보다는 다소 낮은 220으로 설정하였다.

Fig. 4는 MAGNETTM에서 생성된 함정의 격자(mesh) 생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되는 최대 요

소(element) 크기는 1 m로 제한하였다.

나. 주요 탑재장비 모델링

함정 탑재장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자성체로

엔진, 감속기어, 가스터빈, 발전기, 프로펠러 축 및 방향타 등

의 6개 항목으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엔진 및 감속기

어는 전체 중량의 약 80 % 정도를 자성체라고 가정하였고,

발전기는 내부에 권선된 구리선 등이 비자성체임을 감안하여

전체 중량의 약 60 % 정도를 자성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프로펠러 축과 방향타는 100 % 자성체로 가정하였다. Fig. 5

는 함정 탑재 주요 자성체 장비에 대한 모델링 형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엔진, 감속기어, 발전기 및 가스터빈 등은 격자

생성의 용이성과 유한요소 해석 시 발생될 수 있는 해석 오

차를 줄이기 위해중량 정보, 장비 형태 및 자성체 밀도를 고

려하여 직육면체 형태로 단순화하여 모델링하였다.

다. 소자코일 모델링 기법

강자성 선체를 가진 함정에 의한 정자기장 신호를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함 내 탑재되는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함정 발생

자기장과 역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전체 자기장을 상쇄시키

Fig. 4. (Color online) Mesh configuration for simulating the ship’s static magnetic field.

Fig. 3. (Color online) Internal bulkhead and deck models of the ship.

Fig. 5. (Color online) On-board equipment model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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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함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

장 신호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소자코일 배치도면

을 근거로 하여 Fig. 6과 같이 소자코일을 모델링하였다.

일반적으로 함정에 설치되는 코일은 수직(V) 코일이 5~7개,

종축(L) 코일이 8~12개, 횡축(A) 코일은 5~10개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6과 같이 수직 코일을 6개, 종축 코일을 10개,

그리고 횡축 코일은 선수 부근에는 함정 폭이 좁은 관계로 함

정 중간에 1개를 배치하고, 함정 중앙 및 선미 부근에는 좌현

과 우현에 대칭적으로 각각 1개씩 총 5개를 가정하였다.

라. 지구자기장 환경 모델링 기법

지구 자기장 환경 조건의 변화는 함정 유도 자기장 신호

성분을 변화시키며 함정 건조 단계에서 형성되는 영구 자기

장 신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구 자기장 환경을 수평 자기장이 318 mG, 수직 자기장이

375 mG인 진해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구 자

기장 환경 구현을 위해 Fig. 6과 같이 평행판 코일 형상을

모델링하였으며, 이 코일에 적절한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진해

지역과 동일한 지구자기장 환경 재현이 가능하였다.

IV. 함정 발생 정자기장 신호 해석 결과

1. 함정 자기장 신호 해석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지리적인 남극 부근에서 나와서 북

극 부근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함정이

받는 지구 자기장의 수직 성분은 함정의 선수 방향과 상관없

Fig. 6. (Color online) Degaussing coils model of the ship.

Fig. 7. (Color online) Earth field generation model of the ship.

Table I. Calculated coil ampere-turns with north heading

Coil name NI (ampere-turns) Coil name NI (ampere-turns)

V1 500 L1 900
V2 500 L2 550
V3 420 L3 300
V4 400 L4 300
V5 350 L5 300
V6 230 L6 350
A1 69.2 L7 100

A2 (port) 75 L8 500
A2 (starboard) 75 L9 900

A3 (port) 63.5 L10 800
A3 (starboard)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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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하지만 종축 성분과 횡축 성분은 함정의 선수 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각기 다른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함

수 방향이 북쪽이나 남쪽으로 향하는 경우, 함정 좌표 기준

종축 유도 자기장 신호 크기가 가장 크고, 함수 방향이 동쪽

이나 서쪽으로 향하는 경우 횡축 유도 자기장 신호 크기가

가장 크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함수의 방향을 북쪽

및 서쪽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경우 함

Fig. 8. (Color online) Components of the perturbation to the earth’s
magnetic field before degaussing, beam-depth under the keel line. (a)
North heading, (b) west heading.

Table II. Calculated ampere-turns with west heading

Coil name NI (ampere-turns) Coil name NI (ampere-turns)

V1 500 L1 208
V2 500 L2 127
V3 420 L3 069
V4 400 L4 069
V5 350 L5 069
V6 230 L6 081
A1 275 L7 023

A2 (port) 325 L8 115
A2 (starboard) 325 L9 208

A3 (port) 300 L10 185

A3 (starboard) 300

Fig. 9. (Color online) Components of the perturbation to the earth’s
magnetic field after degaussing, beam-depth under the keel line. (a)
North heading, (b) west heading.

정의 영구 자기장 신호 크기는 함정 자기처리(탈자)가 사전에

실시된 것으로 가정하여 유도 자기장 신호의 일정 비율로 가

정하였다.

함정의 선수 방향(북쪽/서쪽)에 따른 함정 선체 및 탑재장

비들에 의해 발생(소자 전)되는 자기장 신호 크기를 우선 예

측하고, Table I과 Table II와 같이 함정 내에 설치된 소자코

일들에 적절한 전류를 인가시킨 후(소자 후)의 함정 자기장

신호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Fig. 8과 Fig. 9는 함정 선수 방

향이 북쪽과 서쪽인 경우에 대해 함정 최대 빔폭에 해당되는

수심에서의 소자 전/후의 함정 발생 자기장 신호를 예측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 함정 발생 자기장 신호 크기는

정규화하여 나타내었다.

2. 소자 효과도 분석

소자 효과도(degaussing effectiveness)는 소자 전(before

degaussing)의 함정 발생 자기장 신호 크기 대비 소자 후

(after degaussing)의 함정 잔류 자기장 신호 크기의 비로서

표현되며, 본 연구에서는 함정 선수 방향이 북쪽 및 서쪽인

경우에 대해 각각 수행되었다. Fig. 10은 본 논문에서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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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소자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서 먼저 예측된 함정 자기장

신호에 대해 V 코일들을 이용하여 수직 자기장 성분(Bz)을

상쇄하고, L 코일 및 A 코일을 이용하여 수평 자기장 성분

(Bx, By)을 상쇄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Table III은 대상

함정의 소자효과도 분석 결과로서, 함정 각 축별 소자 전/후

의 자기장 신호 크기는 선수 방향이 북쪽인 경우에서의 수직

자기장 신호를 1로 정규화한 후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되었으

며, 각 축별 소자 효과도는 각 축 방향별 소자 전 대비 소자

후의 자기장 신호 크기 비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

합하면, 소자 후의 함정 잔류 자기장 신호 크기는 소자 전

신호에 비해 약 10~20 %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

후 대상 함정에 대한 소자코일 배치 및 소자 전류 설정에 관

한 최적화 연구가 병행된다면 함정에서 발생되는 자기장 신

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 자기장 수치해석 도구를 사용하여 함

정에서 발생되는 정자기장 신호 특성 예측을 위한 방법에 대

해 기술하였다. 먼저 함정 선체 해석 모델, 내부 구조물 및

탑재 장비 해석 모델, 지구 자기장 환경 해석 모델 및 소자

코일 해석 모델들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링 기법에 대해 제시

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함정에서 발생되는 정자기장 신호

특성 예측 및 소자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

자 후의 함정 잔류 자기장 신호 크기는 소자 전의 함정 최초

자기장 신호에 비해 약 10~20 %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법들을 활용하면 함정 설

계단계에서의 대상 함정에서 발생되는 정 자기장 신호 특성

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함은 물론 함정에서의 자기정숙화

통제 및 대책 수립 시에도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들은 향후 해상 자기 측정 시설에서의 실 함정에 대한

비교 시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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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for Underwater Static Magnetic Field Signature Generated by Hull
and Internal Structure for Ferromagnetic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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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6th R&D Institute - 2,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Jinhae P.O. Box 18 Changwon, Gyeongnam 645-600,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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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static magnetic field signature for the naval ship has been widely used as the detonating source of the influence mine
system because it is possible to make an accurate target detection in the near field although the magnetic field falls off relatively fast
with distance in comparison with the underwater radiated noise signal.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prediction results about the
underwater static magnetic field by the ferromagnetic hull, the internal structures and the main on-board equipment for the target
vessel using the commercial FEM software. Also we analyze the degaussing effectiveness for the target vessel through the degaussing
coils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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