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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의 소자 장비 고장 시 재소자 성능 분석

Performance Analysis for Optimizing Degaussing Coil Currents in Ships 
with a Breakdown in Parts of Degauss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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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re-degaussing performances of various breakdown conditions of degaussing coils in a 

ship to reduce underwater magnetic field anomaly due to the hull magnetization induced under the Earth’s magnetic field. 

To achieve this, first, it is implemented to optimize degaussing coil currents by a magnetomotive force sensitivity 

formula combined with the coil effects. The re-degaussing processes are then executed when a breakdown occurs in 

degaussing coils, one by one. Finally, the re-degaussing performances are examined with the results of normal 

degaussing and coil breakdow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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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

하기 한 IT 련 기술들이 나날이 발 하고 있다. 이런 

기술들  선택 으로 신호를 취득하고 그 신호로부터 정보

를 획득하는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임의의 

형태의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기 한 탐지 기술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한 필요 기술이라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피탐지 기술은 정보를 보호하기 한 핵심 기술이

다. 피탐지 기술이 요한 이유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요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결국 어떠한 형태

로든 정보 소장 기 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 인 측면에서 아군의 정

보 노출은 국가 인 안보가 걸린  사안에 해당한다[1,2].

작  수행 인 함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러 가지 형

태의 정보가 노출되며 이 게 노출된 정보에 해 능동 으

로 처하지 못할 경우 함정의 안 성은 하된다. 함정의 

기 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해 지구 자기장 환경 하에 

강자성체인 선체에 의해 발생하는 수  자기장 변화를 최소

화하고자 하는 기술이 소자(degaussing) 기술에 속한다. 일

반 으로 선체 내부에 수직 방향(V : vertical), 횡축 방향(A 

: athwartship), 종축 방향(L : longitudinal)으로 소자코일이 

설치되어 함정 선체에 의해 발생하는 수  자기장과 반  

방향의 자기장을 발생시켜 체 수  자기장의 크기를 최소

화 한다. 그러나 함정의 운용 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소자 장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가 있다[3].

소자 장비의 고장은 소자 코일의 일부에 류가 흐르지 

않게 되거나 잘못된 크기나 방향의 류가 흐르게 되는 경

우이다. 이는 함정 내 소자 코일의 일부가 단락되거나 소자 

코일에 류를 공 하는 원 공 부 는 제어부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소자 장비 고장 시에는 정상 소자상태

의 함정에 비해 비교  큰 수  자기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상하기 해 나머지 정상 운 이 가능한 소

자 코일들이 활용하여 재소자 즉 각 소자코일에 할당되는 

최  소자 류 크기를 다시 산정해 주어야 하는 작업이 요

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소자 코일을 구성하는 각 코일별 고

장이 발생하 을 경우의 수  자기장 신호 크기를 정상 소

자의 신호와 비교하 다. 이를 바탕으로 소자 코일 고장 시 

발생하는 상 으로 큰 수  자기장 신호를 최소화하기 우

해 기자력 민감도식(magnetomotive force sensitivity)과 코

일효과(coil effect)를 이용한 재소자 과정을 수행한 후, 이를 

정상소자 성능과 비교 분석하 다. 

2. 효율 인 소자 기법

각 소자 코일 별 최 의 소자 류치를 효율 으로 도출

하기 하여 주어진 시스템의 선형성과 해석 인 기자력 민

감도식에 의한 최 화 과정이 수행된다. 

2.1 코일 효과

선체 내에 설치된 각 소자 코일에 의해 발생되는 수  자

기장 신호는 강자성체로 구성된 선체의 차폐 효과가 포함된 

신호이다. 이 신호는 선체의 재질과 형상, 소자 코일 사이의 

상 인 치에 의해 달라진다. 그러므로 소자 코일에 의

해 발생되는 수  자기장을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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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자 코일을 포함한 정  수치 해석이 요구된다. 그림 1

은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해 구축된 선체와 소자 코일 배

치를 나타낸다. 각 소자 코일에 의해 발생하는 수  자기장

은 그림 2와 같이 함정 용골선(keel line)으로부터 일정 수심

에서 계산하게 되며 실제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얻기 

해서는 20여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심 24 m에서 x축 방향으로 –200 m에서 200 m까지의 결

과들을 정리하 다. 일반 으로 해당 수심은 선체의 폭에 

의해 결정되며 x축 방향 길이는 선체의 유도자기장 성분이 

향을 미치는 범 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a) V 코일             (b) A 코일

 (c) L 코일          (d) 선체 내 코일

그림 1 선체 내의 소자 코일

Fig. 1 Degaussing coils in a ship.

그림 2 선체 효과를 고려한 코일 효과 측정

Fig. 2 Measurement of coil effect with the hull effect.

소자는 선체에 의한 자기장을 감소시키기 해 각 코일별

로 최  소자 류치를 찾는 것으로 이를 해서는 반복 계

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율 인 최  

소자 류를 도출하기 하여 최 화 과정에서 3차원 자

기 해석 도구 신 식 (1)과 같은 주어진 시스템의 선형성

을 이용한다. 류가 흐르는 개별 소자 코일에 의해 특정 

측선에 발생하는 수  자기장 분포를 코일 효과라고 하며, 

이를 이용하여 임의의 소자 코일 류에 한 수  자기장

을 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측하게 된다. 이는 실제 소자 

코일에 허용되는 최  류치가 선체를 포화시킬 정도로 크

지 않기 때문이다. 

 


 ⋯ (1)

여기서 는 각 코일의 기자력을 나타내며 아래첨자 R은 

코일 효과를 계산한 기  기자력을 나타낸다. 한 첨자 

i와 j는 각각 벡터 성분과 측정 을 의미한다.

2.2 기자력 민감도식

소자 코일의 기자력에 한 최 화 문제를 수행하기 해 

식 (2)와 같이 목 함수 를 그림 2에서 제시된 일정 수심 

치에서 소자코일의 기자력에 의해 발생하는 수  자기장

에 한 스칼라 함수로 정의하며 이로부터 기자력 민감도를 

유도한다.




 (2)

여기서 는 소자코일 별 기자력 벡터이고 스칼라 함수 

는 기자력에 한 음함수로 표 된다.

소자 코일의 기자력에 한 해석 인 민감도식을 유도하

기 해서는 상 시스템의 자기 지배방정식인 맥스웰 방

정식의 변분식을 목 함수 (2)에 추가하여 증 된 목 함수

를 얻는다. 증 된 목 함수에 보조변수법과 라그랑지승부

법을 용하게 되면 주시스템과 보조시스템에 한 변분식

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 인 유도과정을 통해 도출

된 민감도 식은 보조변수 를 포함하는 식 (3)과 같다. 이 

때 보조시스템을 만족하는 보조변수 를 구하게 되면 각 

소자 코일의 기자력에 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4,5].












 ․ (3)

도출된 기자력 민감도는 역문제 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기자력 벡터 를 소자코일 류 와 선형으로 가정한다.

2.3 최  소자 류 도출 차

2.2 에서 유도된 해석 인 기자력 민감도를 이용하여  소

자 코일 별 기자력에 한 목 함수의 1계 미분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따라서 기자력 민감도을 계산하기 해서는 그

림 3에 제시된 주 시스템과 보조 시스템으로 구성된 듀얼 시

스템에 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3(b)의 가상 소스

는 목 함수를 계산한 결과를 이용해 구한다[6]. 그림 4는 구

된 듀얼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자를 수행하는 순서도이다. 

주 시스템에 의해 목 함수가 계산되고 목 함수에 의해 가

상 소스가 결정되며 결정된 가상 소스를 이용하여 보조 시스

템을 구성하여 기자력 민감도를 계산하게 된다. 계산된 민감

도 정보는 수리탐색 기법을 이용한 반복 설계를 수행하여 최

종 으로 각 코일의 최 의 기자력 값을 산출하게 된다.

(a) 주시스템            (b) 보조 시스템

그림 3 기자력 민감도 계산을 한 듀얼 시스템

Fig. 3 Dual system for mmf sensitivity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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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자 류 최 화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optimizing degaussing currents.

그림 5에는 소자 코일 고장 시 소자 류 최 화 순서도

를 제시하 다. 소자 성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장 코일을 

검출하고 고장이 발생한 코일의 류를 설계 변수에서 제외

시키고 나머지 정상 코일들의 류를 이용하여 재소자를 수

행한다. 소자 류 최 화를 수행하여 나온 각 코일의 류

를 그림 6의 유한 요소 모델에 용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

다.

그림 5 소자 코일 고장 시 소자 류 최 화 순서도

Fig. 5 Flowchart of optimizing degaussing currents under a 

coil breakdown.

그림 6 소자 성능 확인을 한 유한요소 모델

Fig. 6 Finite element model for testing degaussing 

performance.

3. 소자 성능 분석 결과

소자 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소자 성능을 분석하기 

해 세 가지 모의시험을 수행하 다. 첫째, 소자 장비가 정

상 인 경우, 둘째, 소자 장비 운용  소자 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소자 장비 고장 발생 후 능동 으

로 처하기 해 나머지 정상 인 소자 장비만을 이용한 

재소자를 수행한 경우이다. 소자 장비의 고장은 고장 소자

코일에 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므로 코일의 류를 0으

로 인가하여 모델링 하 다. 한 한 개의 소자 코일에 고

장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 으며, 고장 발생 유무에 따른 

소자 결과와 고장 후 재소자를 수행하여 소자 결과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 다.

3.1 고장 후 소자 성능 분석 

그림 7에서 그림 9는 각 방향별 소자가 완료된 후의 고장 

발생 유무에 따른 소자 성능을 분석한 그림이다. 그림 내 

범례에서 ‘No Breakdown’은 정상 인 코일을 이용한 소자 

결과이며 ‘Breakdown of V1 coil’은 정상 인 소자 완료 후 

수직 방향 코일  그림 1(a)의 1번 코일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내 범례 ‘Distance’는 그림 2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선체 심을 기 으로 측선 상의 거리를 

미한다.

그림 7 수직 방향 코일 고장시 소자 결과

Fig. 7 Degaussing results under V coil breakdown.

그림 8 횡축 방향 코일 고장시 소자 결과

Fig. 8 Degaussing results under A coil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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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종축 방향 코일 고장시 소자 결과

Fig. 9 Degaussing results under L coil breakdown

제시된 모든 자기장 신호는 고장 발생 시 나타나는 최

값을 기 으로 값으로 정규화한 값이다. 제시된 결과로부터  

각 방향별 소자 코일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자 코

일이 치하는 부 에서 소자 성능이 정상 소자에 비해 

격히 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3.2 재소자 성능 분석

3.1 에서와 같이 소자 장비의 운용  고장으로 인해 해

당 소자 코일이 성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고장 코일로 인

해 격히 하된 소자 성능을 최 한 보상하기 하여 나

머지 정상 코일을 이용하여 재소자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 다.

그림 10에서 그림 12는 각 방향별 고장 코일 발생 시 결

과와 재소자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 다. 그림 내 범례  

‘Redegaussing of V1 coil’은 V1 코일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나머지 코일을 이용하여 재소자를 수행한 결과이다. 제시된 

결과로부터 재소자를 수행한 경우에는 고장 시 발생하는 자

기장의 최 값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고장 

코일 주 의 자기장 신호들도 정상 상태의 소자 된 자기장 

크기에 비해 반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고장 코일로 인해 수행한 재소자 후에 고장 코일 주변의 

코일 기자력이 정상 상태 소자에 비해 커지기 때문에 발생

한다. 일반 으로 소자의 성능은 소자 수행 후 수  자기장

의 최 값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제시된 결과들로부터 

소자 코일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소자 과정을 통하여 고

장으로 인해 격히 하된 소자 성능을 제한 이지만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0과 그림 12에서 V, L 코일은 고장 후 재소자 수

행 시 선수와 선미의 소자 향상 정도가 가운데에 비해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수와 선미에서 소자 코

일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인 한 코일이 한 쪽 방향

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고장 코일을 심으로 인 한 양

쪽 방향에 치한 정상 소자코일에 의한 재소자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A 코일은 선수에 치한 A1 코일을 제외하고 재

소자가 잘 수행됨을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 

코일의 배치와 련된 것으로 A1 코일을 제외한 다른 A 코

일은 선내에 좌우 칭으로 설치되어 있어 한쪽의 코일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반 편의 코일이 고장 난 코일을 보상

해 주기 때문이다.

그림 10 수직 방향 코일 고장시 재소자 결과

Fig. 10 Re-degaussing results under V coil breakdown.

그림 11 횡축 방향 코일 고장시 재소자 결과

Fig. 11 Re-degaussing results under A coil breakdown.

그림 12 종축 방향 코일 고장시 재소자 결과

Fig. 12 Re-degaussing results under L coil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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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각 소자코일의 고장 발생을 가정하여 주요한 수  

자기장 방향에 따라 정상, 고장  재소자 수행 시 측선에

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최 값을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표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고장 시 발생하

는 각 자기장 성분의 최 값을 기 으로 정규화 된 결과이

다. V 코일의 경우는 그림 1(a)의 V3 코일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  자기장의 크기 증가가 가장 크며 정상 소자 상태

에 비해 최  1300% 정도 커진다. 한 V 코일 고장 후 재

소자를 수행한 결과는 고장 시 발생하는 수  자기장 크기

에 비해 약 5%~20% 까지 자기장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A 코일의 경우, 그림 1(b)의 A1 코일에 

고장 발생 시 수  자기장 크기가 정상 소자 상태의 크기에 

비해 450% 정도 증가하며, 재소자를 수행한 후에도 자기장 

크기 감소효과가 상 으로 작게 나타난다. 이는 그림 1(b)

에서 보듯이 다른 A 코일들은 좌우 칭으로 을 이루어 

설치되어 있지만 A1 코일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

편에 있는 코일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L 코일은 그림 1(c)의 L1 코일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기장 크기가 정상 소자에 비해 450% 정도 증가하고 코일 

별 재소자 수행 후에는 20%~50% 정도 까지 감소된다. 코일 

고장 발생 시 나타나는 수  자기장 크기를 정상 소자 상태

와 상  비교해보면 V 코일이 다른 코일에 비해 큰 값을 

갖는다. 이는 V 코일의 고장이 다른 코일의 고장에 비해 더 

큰 소자 성능 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각 

코일의 치별 수  자기장 크기를 비교해 보면 A와 L 코

일의 경우는 선수 부분에 소자 코일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V 코일은 선 앙에 치한 소자 코일에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소자 성능이 많이 하된다. 

표 2에는 재소자 수행 시 각 소자 코일별 기자력을 각 코

일별 정상 소자의 기자력에 해 정규화한 수치를 제시하

다. 각 정상 소자 기자력에 비해 고장 발생 시 인 한 코일

에서 고장 코일의 기자력을 보상하기 해 기자력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장 부분을 보상하기 해 증가

한 기자력 크기는 소자 장비의 원부 용량을 결정에 고려

되어야 한다.

고장 코일 성분 정상 고장 재소자

V1

Bz

0.078 0.960 0.918
V2 0.078 0.904 0.772
V3 0.078 1 0.821
V4 0.078 0.888 0.739
V5 0.078 0.574 0.540
A1

By

0.230 1 0.874
A2 0.230 0.659 0.259
A3 0.230 0.675 0.270
A4 0.230 0.839 0.206
A5 0.230 0.836 0.212
L1

Bz

0.229 1 0.592
L3 0.229 0.981 0.603
L5 0.229 0.912 0.676
L7 0.229 0.882 0.629
L9 0.229 0.804 0.609

표 1 소자 코일의 세 가지 다른 조건에 한 정규화 된 

최  자기장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normalized maximum field values for 

three different conditions of degaussing coils.

고장

코일

코일 기자력(A⦁turns)
V1 V2 V3 V4 V5

V1 0 1.235 0.907 0.903 0.935
V2 1.482 0 1.193 0.912 0.885
V3 0.644 1.582 0 1.478 0.794
V4 1.113 0.645 1.524 0 1.328
V5 0.915 1.174 0.752 1.387 0
고장

코일

코일 기자력(A⦁turns)
A1 A2 A3 A4 A5

A1 0 1.453 1.453 0.789 0.789
A2 1.054 0 1.678 1.069 1.069
A3 1.061 1.691 0 1.076 1.076
A4 1.024 0.945 0.945 0 2.020
A5 1.023 0.947 0.947 2.016 0
고장

코일

코일 기자력(A⦁turns)
L1 L2 L3 L4 L5

L1 0 7.022  1.519  3.295  2.903  

L3 0.038 3.488 0 1.880 0.638 

L5 0.296 2.678 0.382 1.763 0 

L7 0.314 2.123 0.700 1.358 0.506 

L9 0.405 2.460 1.067 1.448 1.132 

고장

코일

코일 기자력(A⦁turns)
L6 L7 L8 L9 L10

L1 2.282 3.219  3.068  2.545  3.650  

L3 0.930 1.062 1.265 0.987 1.467 

L5 1.220 0.565 1.027 0.727 1.145 

L7 1.444 0 1.391 0.463 1.168 

L9 1.410 0.710 1.892 0 2.003 

표 2 재소자 후 각 소자 코일 별 기자력

Table 2 Magnetomotive force values of each degaussing 

coils after re-degaussing.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체 내에 설치된 소자 코일의 최  소자

류치를 도출하기 하여 해석 인 기자력 민감도식과 주

어진 시스템의 선형성을 이용한 효율 인 소자 기법을 제안

하 다. 한 선체 내 설치된 소자 코일 고장 시 발생하는 

수  자기장 신호의 크기의 증가 즉 소자 성능 하 정도와 

이를 바탕으로 재소자를 수행한 수 소자 성능 향상정도를 

비교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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