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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모델을 이용한 함정 자기장 신호 해석 기법 연구

Study on Analysis Method for Ship's Ferromagnetic Signature using Magnetic 

Mock-up Model

                             양 창 섭*        정  주*
Yang, Chang-Seob     Chung, Hyun-Ju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research results for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method of magnetic signatures 

generated from the ship's magnetic mock-up model.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techniques for the separation of the permanent and the induced magnetic field from the 

measured magnetic signature of the mock-up model. Also, we describe the prediction method of the 

induced magnetic field generated from mock-up model using the Magnet s/w, one of the FEM analysis 

tools for the electro-magnetic field and the magnetic dipole modelling method based on the least square 

techniques. The proposed modelling and analysis methods can be used for the prediction and the analysis 

of the static magnetic field generated from the real naval ship as well as the mock-up model.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Magnetic Mock-up Model(자기 축소 모델), Finite Element Method(유한요소법), 

Permanent Magnetic Field( 구 자기장), Induced Magnetic Field(유도 자기장), 

Magnetic Dipole Modelling(자기 다이폴 모델링), Static Magnetic Field(정 자기장)

1. 머리말

  제 2차 세계 이후 부터 지 까지 함정에 의해 

수 에서 발생되는 자기장 신호들은 기뢰 체계의 

탐지센서들에 의해 쉽게 탐지됨으로 인해 기존 함정

체계들에 큰 이 되어 왔다. 특히, 다양한 수  

자기장 신호 발생원 에서 함정 선체 는 탑재 

자성체에 의해 발생되는 정 자기장(Static Magnetic 

Field) 신호는 부분의 기뢰체계에서 주 탐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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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한 지구 자기장 크기의 십 만분의 

일 정도의 크기까지 탐지 가능한 고감도 럭스게이

트형 자기센서 개발의 보편화로 인해 함정에 의해 발

생되는 정 자기장 신호는 기뢰 체계에 해 가장 취

약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존 함정들은 탈자

(Deperming)  소자(Degaussing) 등을 포함한 다

양한 정 자기장 신호 감소 책들을 수립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수  은 성을 요시하는 잠

수함 체계의 경우에는 기뢰 체계뿐만 아니라 잠

계기(MAD)  수  감시체계에서의 들에 직

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들로부터 자함

을 보호하기 해 세계 각국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막

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이다. 이에 반하여 



논문 / 해상 ․수중 부문 : 양창섭 ․정현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0권 제4호(2007년 12월) / 39

 국내 실정은 주로 함정 수  방사소음 신호 감소

책 분야에 많이 치우쳐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 

정 자기장 신호 감소 책 분야의 연구는 선진국에 비

해 극히 미흡한 수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함

정에 의해 수 에서 발생되는 정 자기장 신호의 일반

인 특성을 소개하고 자체 제작된 축소 모델 함정을 

이용한 정 자기장 신호 측정 기법에 해 언 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 측정 신호로 부터 구 자기장과 유

도 자기장 신호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과 상용 자기

장 수치해석 툴인 MAGNET을 이용하여 모델 함정

의 유도 자기장 신호 성분을 측하는 방법에 해 

기술하 다[1]. 추가로 분리된 구 자기장  유도 자

기장 성분 각각에 해 최소 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함정 등가 자기원 모델링을 수

행함으로써 임의 심도  치에서의 함정 진행 시 

함정 주변의 정 자기장 신호 분포 특성을 쉽게 측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2].

2. 함정 발생 자기장 신호의 특성

  함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은 발생 원인에 따라 

강자성 선체  탑재장비 자체에 의한 구 자기장

(Permanent Magnetic Field, 이하 PM) 성분, 지구 

자기장에 의해 함정에 유기되는 유도 자기장(Induced 

Magnetic Field, 이하 IM) 성분, 함 요동에 의해 선

체 표면에 발생되는 와 류에 의한 와 류 자기장 성

분  함 내에 탑재된 력기기 등으로 부터 방사되

는 설 자기장 성분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 에

서 강자성 선체로 만들어진 일반 함정의 경우에는 

구 자기장  유도 자기장 성분이 함정 발생 자기장

의 부분을 차지한다. 구  유도 자기장으로 구

분되는 함정 발생 자기장은 함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3개의 직교 축을 정의하여 방향성에 따라 성분을 구

분하여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며, 그림 1과 같이 수직 

방향의 자장 성분인 수직 자기장(Vertical Magnetic 

Field, 이하 VM), 수미선 방향의 자장 성분인 종축 

자기장(Longitudinal Magnetic Field, 이하 LM)  

측 방향의 자장 성분인 횡축 자기장(Athwartship 

Magnetic Field, 이하 AM) 성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각 축 방향 성분의 자장은 각각 구 자

기장 성분과 유도 자기장 성분으로 구분되어진다.

수직자기장(VM) = 수직 구자기장(PVM) + 

수직유도자기장(IVM)

횡축자기장(AM) = 횡축 구자기장(PAM) + 

횡축유도자기장(IAM)

종축자기장(LM) = 종축 구자기장(PLM) + 

종축유도자기장(ILM)

  이러한 성분들 에서 구 자기장의 세 가지 성

분인 PVM, PLM  PAM은 자기 도가 다른 해

역의 장기간 항해  함정 주변에서의 충격, 폭발 등

을 무시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거의 일정하지만, 유

[그림 1]  함정 발생 자기장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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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함정 발생 자기장 성분의 크기 비교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방향성에 따른 분류

종류 크기 종류 크기

구 자기장 (2～3)
수직 자기장

(VM)
(2)

유도 자기장 (1)
종축 자기장

(LM)
(2)

설 자기장 /

표류 자기장
소(0.05)

횡축 자기장

(AM)
소(0.5)

도 자기장의 세 가지 성분인 IVM, ILM  IAM은 

자기 도, 선수 방향  롤링, 피칭 변화 등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 표 1은 일반 인 함정 발생 자기장의 

종류  상 인 크기 값을 나타낸 것으로 발생 원

인으로 보면 구 자기장 성분이 가장 크고, 방향성

을 고려하면 수직  종축 방향 자기장 성분이 크게 

나타난다.

3. 함정 축소모델 제작을 통한 자기장 신호 측정 

기법

가. 함정 축소모델 제작

  실 함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정 자기장 신호의 특성

을 모델링하고 해석하기 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 함

정 장의 약 1/80  빔 폭의 약 1/60의 비율로 축

[표 2]  축소 모델 함정의 제원

항  목 내  용

장 2390mm

폭 490mm

철  재질 

비투자율(μr)
주석도 강 , 160

철  두께

주갑 (Main Deck)을 포함한 상부

: 0.3mm

주갑 을 제외한 하부 : 0.6mm

[그림 2]  축소 모델 함정의 형상

소한 모델 함정을 제작하 다. 축소 모델 함정의 재

질은 모델 제작의 용이성과 함정 선체 재질의 비투자

율을 고려하여 주석도  강 을 사용하 으며, 모델 

함정의 주갑 을 포함한 상부 구조는 강  한 장으

로, 하부 구조는 곡면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해 강

 한 장을 덧 어 제작되었다. 표 2는 제작된 축소

모델 함정의 제원을 나타내며, 축소모델 함정의 형상

은 그림 2와 같다.

나. 모델 함정에 의한 자기장 신호 측정 기법

1) 측정 시스템의 구성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를 측정하기 한 측정 시

스템은 그림 3～4와 같이 자기센서(APS 520A 럭

스게이트형), 이  거리측정기(DISTOTM)  계측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자기센서는 모델 함정으로 

부터의 자기장 신호를 측정하기 해 총 4조를 사용

하 으며, 모델 함정으로 부터 1m 아래 심도에 동서 

방향으로 0.5m 간격으로 1번～3번 센서를 배치하고, 

4m 아래 심도에 4번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 다. 모

델 함정의 기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각 자기센서들에

서 계측되는 3축 자기장 아날로그 신호들은 데이터 

획득 보드(Data Acquisition Board, AT-MIO/AI- 

16XE-10)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계측 컴퓨

터로 송된다. 한, 이  거리측정기는 모델 함정

과 자기센서들 간의 상  거리를 정확히 측하여 실

시간으로 측정되는 자기 신호 값과 동기를 맞추어 주

기 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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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기센서 치도

[그림 4]  자기장 신호 측정 시스템의 구성

2)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 측정 방법

  함정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 성분은 고정 설치된 

4조의 센서에 해 표 이동 시스템에 장착된 모델 

함정을 자북과 자남방향으로 왕복 기동시키면서 측정

되었다. 이 때 모델 함정의 심이 2번  4번 센서 

를 정확히 통과하도록 일직선상으로 함정을 기동시

켰다. 측정 시에는 모델 함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

장 신호만을 측정해야 하므로 함정 신호 측정 이 에 

모델 함정을 센서로 부터 멀리 이격시킨 상태에서 지

구 자기장  실험실 내부 환경에 의한 자기센서 출

력 신호를 으로 조정하 다. 모델 함정의 구 자

기장 성분과 유도 자기장 성분을 분리하기 해 선수

가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모델 함정을 북쪽에서 남

쪽으로 이동하면서 거리별 자기장 신호를 측정하 으

며, 선수가 북쪽을 향하는 경우는 모델 함정을 남쪽

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시험을 수행하 다.

3)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 측정 결과

  그림 5～8은 모델 함정으로부터 1m 심도에 설치된 

2번 센서와 4m 심도에서의 4번 센서에서 측정된 자

[그림 5]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

(선수방향 : 남쪽, 2번 센서)

[그림 6]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

(선수방향 : 북쪽, 2번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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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

(선수방향 : 남쪽, 4번 센서)

[그림 8]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

(선수방향 : 북쪽, 4번 센서)

기신호를 나타낸다. 측정된 값은 X축 자기장의 경우

에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북쪽을 향하는 경우를 +값, 

Y축 자기장의 경우에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동쪽을 

향하는 경우를 +값, Z축 자기장의 경우에는 자기력선

의 방향이 아래를 향하는 경우를 +값을 가지도록 기

을 정의하 다.

4. 모델 함정의 유도 자기장 분리 기법

가. 종축 유도 다이폴에 의한 자기장 성분 분리 

방안

  측정된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에는 구 자기장 

성분과 유도 자기장 성분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모델 

함정의 자기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해서는 두 

성분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가 지구 자기장

에 의해 함정에 형성되는 유도 다이폴(그림 9의 Mxi 

 Mzi)에 의한 유도 자기장 성분은 모델 함정의 기

하학  형상이 칭 구조를 가지고 선체 재질의 자기

 특성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치에서 측정된 자기

장 신호는 선수가 남쪽인 경우와 북쪽인 경우에 상

없이 동일한 크기와 극성을 가진다. 이에 반해 구 

자기장 성분은 모델 함정 제작 시에 형성된 구 다

이폴(그림 9의 Mxp  Mzp)에 의한 자기장으로서 

함정 선수 방향 변화에 따라 동일한 크기의 반  극

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유도  구 자기장 특성

을 이용하면 그림 9와 같이 측정 신호로 부터 지구 

자기장의 수평 성분에 의한 모델 함정의 종축 유도 

자기장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

  종축 유도 다이폴(Mxi)에 의해 모델 함정 아래

에 형성되는 종축 자기장(Bx(Mxi))  수직 자기

장(Bz(Mxi)) 성분을 분리하는 세부 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선수가 남쪽을 향하는 경우의 함정 자기장 신호 

측정(그림 9의 왼쪽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

 ⅱ) 선수가 북쪽을 향하는 경우의 함정 자기장 신호 

측정(그림 9의 오른쪽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

 ⅲ) 종축 유도 다이폴에 의한 수평 자기장(Bx(Mxi)) 

= {①+②}/2(그림 9의 왼쪽 네 번째 그림)

 ⅳ) 종축 유도 다이폴에 의한 수직 자기장(Bx(Mxi)) 

= {③-④}/2(그림 9의 오른쪽 네 번째 그림)

나. 종축 유도 다이폴에 의한 자기장 성분의 분리 

결과

  모델 함정의 자기장 측정 신호로 부터 종축 유도 다

이폴(Mxi)에 의한 자기장과 구 다이폴(Mxp, Mzp) 

 수직 유도 다이폴(Mzi)에 의한 자기장 성분을 분

리하면 그림 10～13과 같다. 그림 10～11은 2번 센서

와 4번 센서에서의 Mxi에 의한 종축  수직 유도 

자기장 성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2～13은 모델 

함정의 Mzp, Mzp에 의한 종축  수직 구 자기장 

성분과 Mzi에 의한 종축  수직 유도 자기장의 합

성 성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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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구/유도 자기장 분리 방법

Bx(Mxp) : 종축 구 다이폴(Mxp)에 의한 종축자기장,

Bx(Mxi) : 종축 유도 다이폴(Mxi)에 의한 종축자기장,

Bx(Mzp) : 수직 구 다이폴(Mzp)에 의한 종축자기장,

Bx(Mzi) : 수직 유도 다이폴(Mzi)에 의한 종축자기장,

Bz(Mxp) : 종축 구 다이폴(Mxp)에 의한 수직자기장

Bz(Mxi) : 종축 유도 다이폴(Mxi)에 의한 수직자기장

Bz(Mzp) : 수직 구 다이폴(Mzp)에 의한 수직자기장

Bz(Mzi) : 수직 유도 다이폴(Mzi)에 의한 수직자기장

[그림 10]  Mxi에 의한 자기장 성분

(선수방향 : 남쪽, 2번 센서)

[그림 11]  Mxi에 의한 자기장 성분

(선수방향 : 남쪽, 4번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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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xp+Mzp+Mzi에 의한 자기장 성분

(선수방향 : 남쪽, 2번 센서)

[그림 13]  Mxp+Mzp+Mzi에 의한 자기장 성분

(선수방향 : 남쪽, 4번 센서)

5.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유도 자기장 측 기법

가. 수평 지구자기장에 의한 종축 유도자기장 측

1) 유한요소 해석 모델

  유도 자기장은 선체의 형상, 크기, 강재의 자기 특

성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동일하게 제작된 함정의 경

우에는 동일한 크기의 유도 자기장이 발생되어 이론

인 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

소법을 기반으로 한 자기장 해석 툴인 MAGNET

을 이용하여 모델 함정의 유도 자기장 신호를 측하

다.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 측정 환경에서의 지구 자

북                         남

지구자기장(30,700nT)

[그림 14] 수평 지구자기장 환경에서의 종축 유도자

기장 측을 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

기장 성분(수평 지구 자기장 : 30,700nT, 수직 지구 

자기장 : 37,700nT)과 동일한 지구 자기장 환경을 모

사하기 해 평형  코일 모델을 가정하 으며 함정 

주변으로 균일한 지구 자기장 분포가 형성되도록 모

델링하 다. 그림 14는 수평 자기장 성분에 의해 모

델 함정에 형성되는 종축 유도자기장 성분을 측하

기 해 제안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3～8]
.

2) 수평 지구자기장에 의한 종축 유도 자기장 

측 결과

  그림 15～16은 수평 지구 자기장(30,700nT)이 인

가된 상태에서의 모델 함정의 Mxi에 의한 유도 자기

장 신호를 나타낸다. 한 그림 17～18은 모델 함정

의 수미선 아래 2번 센서 치에서의 Mxi에 의한 종

축  수직 유도 자기장 성분의 측치와 측정치를 

비교한 것으로 두 신호의 특성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19～20의 경우처럼 모델 

함정으로 부터 좌우로 0.5m 이격된 1번 센서와 3번 

센서 치에서의 자기장 분포는 다소 차이가 발생됨

을 확인되었다. 이는 1m 심도에 치한 1번 센서와 

3번 센서의 설치 오차 와 모델 함정의 형태가 수미선

을 기 으로 후  좌우가 완  칭 구조를 가지

지 못한 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측정 신호와 

수치해석을 통한 측 신호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각 센서별 측정 치에서의 측정치와 측치의 dB 

편차를 구한 후 치를 취해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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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xi에 의한 측 유도 자기장

(선수방향 : 남, 2번 센서)

[그림 16]  Mxi에 의한 측 유도 자기장

(선수방향 : 남, 4번 센서)

[그림 17]  Mxi에 의한 종축 유도자기장 신호의 측

치와 측정치 비교 결과(2번센서)

[그림 18]  Mxi에 의한 수직 유도자기장 신호의 측

치와 측정치 비교 결과(2번센서)

[그림 19]  Mxi에 의한 종축 유도자기장 신호의 측

치와 측정치 비교 결과(1번센서)

[그림 20]  Mxi에 의한 종축 유도자기장 신호의 측

치와 측정치 비교 결과(3번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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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측정 자기센서의 자기신호 분해능을 고

려하여 1nT 이하의 값을 가지는 신호 값은 비교에서 

제외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번～3번 센서의 모

든 측정 치들에서 측정치와 측치의 dB 편차를 

구한 후 체 평균을 취하면 평균 편차(Average dB 

Difference)를 알아낼 수 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

여 측된 종축 수평 유도 자기장 신호와 측정 신호

를 비교한 결과, 평균 dB 편차는 약 2.4 [dB] 으

며, 따라서 측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

로 단된다.

나. 실 지구자기장 환경에서의 유도자기장 측 

결과

  수평 지구 자기장에 의한 모델 함정의 유도 자기장 

신호 성분의 측치와 측정치 비교 결과를 근거로 모

델 함정에 한 수치 해석 기법 용의 타당성은 확

인되었으므로 그림 21과 같이 실제 지구 자기장 환경

(수평 지구자기장과 수직 지구자기장의 합성)을 모사

하여 인가한 상태에서 모델 함정의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경우의 2번 센서와 4번 센서 치에서의 체 

유도 자기장 신호를 그림 22～23과 같이 측하 다.

다. 구 자기장 분리 결과

  4장에서 언 된 바와 같이 모델 함정에 한 측정 

자기장 신호에는 구 자기장 성분과 유도 자기장 성

지구자기장(48,600nT)

북                                            남

[그림 21]  모델 함정의 유도 자기장 특성 측을 

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

[그림 22]  유도 자기장 측 신호(2번 센서)

[그림 23]  유도 자기장 측 신호(4번 센서)

[그림 24]  구 자기장 신호(2번 센서)

분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모델 함정에 한 

측정 신호로 부터 측된 유도 자기장 신호를 제거한

다면 모델 함정에 한 구 자기장 신호만을 추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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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구 자기장 신호(4번 센서)

수 있게 된다. 그림 24～25는 2번과 4번 센서 치에

서의 모델 함정의 측정 신호로 부터 구 자기장 신

호를 분리한 결과를 나타낸다.

6. 함정 등가 자기원 모델링 기법

가. 등가 자기원 모델링 기법

1) 역 문제 해석 기법의 도입

  자기장 해석 분야에 있어 분석 상의 형상, 재

질, 류원의 크기 등이 주어지는 순문제(Forward 

Problem) 해석 방법의 경우에는 해석 역 내의 지

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을 정의한 수치해석기법(유한요

소법, 경계요소법 등)을 용하면 분석 상에 의한 

임의 치에서의 정확한 자기장 분포를 정확히 측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 상에 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분석 상에 의해 연속된 측정 치들

로부터의 자기장 신호 값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

치해석 기법만을 이용한 순문제 해석기법의 용은 

불가능하며, 역 문제(Inverse Problem) 해석 기법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 모델 함정의 유도 자기장 신호

는 앞서 언 된 상용 자기장 해석 툴을 이용하여 

정확한 측이 가능하지만, 구 자기장 성분은 재

까지 상용 해석 툴을 사용한 측 기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 문제 해석 기법에 근거한 등가 자기원 

다이폴 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측하 다. 본 논문

에서는 등가 자기원 모델링 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하

기 해 모델 함정의 구 자기장 신호뿐만 아니라 

유도 자기장 신호에 해서도 자기원 다이폴 모델링 

기법을 용하 다.

2) 자기 다이폴에 의한 자기장 신호

  상 함정에 한 자기 다이폴의 각 방향 성분별 

세기(MX, MY, MZ)를 아는 경우의 함정에 의해 발생되

는 정 자기장 신호 특성은 비오-사바르(Biot-Savart)

의 법칙을 용하여, 다음과 같이 거리 좌표와 다이

폴 세기의 선형 조합으로 임의 치  심도별 자기

장 신호 성분(BX, BY, BZ)을 측할 수 있다.












 



 












 



















 

  
 

 
 

  
 
















 

    (1)

  여기서, 자기장(BXi, BYi, BZi)의 단 는 테슬라(Tesla)

이며, 자기 다이폴의 세기인 MXi, MYi, MZi의 단 는 

Amp․meter2이다. 다이폴로 부터 측정 치까지의 

각 축별 상  거리 좌표를 Xi, Yi, Zi로 나타내었으

며, µ0는 공기(해수) 의 투자율 값을 나타낸다.

3)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다이폴 모델링 기법

  일반 으로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많은 수의 방정식을 가지는 경우에 해 그 미지수의 

해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시스템에서

의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최소자승법의 일환인 특

이 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방법을 

용하여 모델함정에 해 최  다이폴 모델링을 수

행하 다[9]. 만일,       로 표 되는 [n x n]

차 선형시스템에서 열 벡터 X의 해를 구하고자 할 

때 계수 행렬 A의 역 행렬이 존재한다고 하면 

       형태로 변환하여 벡터 X의 해를 쉽

게 구할 수 있지만 [n x m]차 선형시스템의 경우에

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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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다. 모델 함정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 신호

를 센서를 통해 측정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미지수보

다 더 많은 선형 방정식이 존재하는 과결정 시스템

(Over-determined System)에 해당되므로 본 논문에

서는 식 (2)의 방법을 이용하여 b를 A의 열벡터 공

간에 투 하여 오차를 최소로 하는 해를 구할 수 있

다. 따라서, 식 (2)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잔차가 

최소화되는 근사해가 구해진다[10].

     

     (2)

  근사해를 구하기 해 우선 으로 [A] 행렬은 식 

(1)에서 자기 다이폴의 각 성분별 세기(MXi, MYi, 

MZi)를 각각 1Amp⋅meter
2
로 가정하여 인가한 상태

에서 1m 심도 기 으로 1번～3번 센서의 거리별 자

기장 값(BXi, BYi, BZi)을 계산한 결과로 구성하고, [b] 

행렬은 실제 1번～3번 센서에 의해 측정된 자기장 값

으로 표 한다면, [X] 열 벡터의 해(다이폴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 본 논문에서는 자기 다이폴

의 최  해를 찾아내기 해 최 에는 함정 바닥면 

앙에 1개의 다이폴을 가정하여 특이 값 분해 방법

(a) 다이폴 수가 1개인 경우

(b) 다이폴 수가 2개인 경우

(c) 다이폴 수가 3개인 경우

[그림 26]  다이폴 수 증가에 따른 다이폴 배치도

을 통한 근사 해를 구하고 그림 26과 같이 다이폴 수

를 등 간격으로 차례로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각각

의 경우에 한 근사 해를 찾아내었다. 단, 계산의 편

의성을 고려하여 자기 다이폴을 모델 함정 바닥면의 

심 선상에만 차례로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제안된 다이폴 모델링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먼  FEM 수치해석을 통해 모델 함정의 유도 

자기장 신호에 해 다이폴 모델링을 수행하여 비교

함으로서 제안된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모델 함정의 구 자기장 성분에 

해서도 다이폴 모델링을 수행하여 측정 신호와 비교

하 다. 구 자기장 신호의 경우, 모델 함정 이동시 

표 이동시스템의 진동으로 인한 측정 신호의 요동 

상과 센서 설치 오차 등의 향으로 인해 유도 자

기장에 한 모델링 결과에 비해 상 으로 오차가 

크게 발생되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임을 확인하

다.

나. 구  유도 자기장 성분의 최  다이폴 수 

결정

  분리된 유도  구 자기장 성분들 각각에 해 

평균 편차 비교법을 용하여 편차가 가장 작은 경우

를 최  다이폴의 해가 구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다이

폴 수를 1개에서 부터 차례로 증가시키면서 최  다

이폴 수를 결정하 다. 축소 모델 함정의 경우에는 

유도  구 자기장 성분 모두 다이폴의 수가 7개일 

다이폴 수 변화에 따른 평균 편차 비교(유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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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유도 자기장 성분에 한 최  다이폴 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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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폴 수 변화에 따른 평균 편차 비교(영구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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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구 자기장 성분에 한 최  다이폴 수 

추정 결과

2번 센서 자기장 측정치와 예측치 비교(등가 다이폴 : 7개)

(유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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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측정 신호와 모델링 신호 비교

(유도 자기장)

2번 센서 자기장 측정치와 예측치 비교(등가 다이폴 : 7개)
(영구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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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측정 신호와 모델링 신호 비교

( 구 자기장)

때가 가장 편차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도 

자기장의 경우에는 평균 편차가 약 1.0 [dB], 구 자

기장의 경우에는 약 2.9 [dB]임을 확인하 다. 그림 

27～28은 유도  구 자기장 성분에 한 최  다

이폴 수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최종 결정된 다

이폴에 의한 2번 센서 유도  구자기장 성분의 계

산 결과와 실 측정치와의 형 비교 결과는 그림 29 

～30에 나타내었다. 표 3～4는 유도  구 자기장 

신호 각각에 한 최  다이폴 치  크기 추정 값

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유도 자기장에 한 다이폴 모델링 결과

다이폴

번호

다이폴 치[m] 다이폴 크기[Am2]

X축 Y축 Z축 Mx My Mz

1 1.2 0 0 0.353 -5.4e-4 0.132

2 0.8 0 0 0.597 -1.9e-5 0.084

3 0.4 0 0 1.56 2.3e-3 -0.055

4 0 0 0 1.12 2.6e-2 0.847

5 -0.4 0 0 1.09 -1.4e-2 -0.486

6 -0.8 0 0 2.23 9.8e-4 0.603

7 -1.2 0 0 0.098 -1.5e-3 0.746

[표 4]  구 자기장에 한 다이폴 모델링 결과

다이폴

번호

다이폴 치[m] 다이폴 크기[Am2]

X축 Y축 Z축 Mx My Mz

1 1.2 0 0 1.08 -0.074 0.667

2 0.8 0 0 -1.28 -0.085 0.146

3 0.4 0 0 5.06 0.077 -2.69

4 0 0 0 3.31 -0.704 4.56

5 -0.4 0 0 0.247 0.328 -2.82

6 -0.8 0 0 7.63 -0.676 1.71

7 -1.2 0 0 -0.333 0.81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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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의 치에서의 함정 자기장 신호 측

  모델 함정의 구 자기장  유도 자기장 성분들에 

한 등가 자기원 다이폴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면 임

의 치  임의 수심에서의 함정에 한 자기장 신

호를 측할 수 있다. 6장에서 구한 다이폴 모델링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해 모델 함정 아래 4m 

에서의 4번 센서 측정 신호와 비교하 다. 그림 31은 

4m 심도에서의 유도  구 자기장 성분에 한 등

가 자기 다이폴에 의해 측된 자기장 신호와 측정된 

자기장 신호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며, 두 신호 

형의 형태  크기가 거의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그림 32～34는 자기 다이폴의 배열로 근사화된 

모델 함정의 수심 5m에서의 각 성분별 자기장 분포 

측 결과를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자기 다이폴 모델링 기법은 용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추가 으로 함정 선수 방향

을 동서로 하여 수평  수직 지구 자기장을 각각 인

가하여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호를 측하게 된다면 

이 신호들로 부터 다이폴 모델링 수행 과정을 통해 

각 성분별(ILM, IAM, IVM) 최 의 다이폴 개수  

크기 등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구 자기장에 

한 다이폴 모델링 결과를 추가하면 함정이 임의 방

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 보다 정확한 자기장 신

호 분포를 측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정이며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 다.

측정치와 예측치 비교 (Depth :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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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4m 심도에서의 측정 신호와 측 신호 비교

[그림 32]  수심 5m에서의 종축 수평 자기장 분포

[그림 33]  수심 5m에서의 횡축 수평 자기장 분포

[그림 34]  수심 5m에서의 수직 자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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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자체 제작된 함정 축소 모델을 이용

하여 유도  구 자기장 신호를 분리하는 방법과 

상용 자기장 수치 해석 툴을 이용한 유도 자기장 

신호 측 기법  최소자승법에 근거한 함정 등가 

자기 다이폴 모델링 기법들에 해 상세히 기술하

다. 상용 자기장 해석 툴을 이용한 모델 함정의 유

도 자기장 신호 측 결과는 모델 함정의 실 측정 시

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한 

측된 유도 자기장 신호와 모델 함정에 의해 측정된 

구 자기장 신호에 해 각각 최소자승법을 용하

여 최 의 등가 자기원 다이폴 개수  크기 값을 결

정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된 함정 자

기장 해석 기법들은 실 측정 신호와의 비교를 통해 

타당한 것으로 명되었으며,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

면 임의 치  심도에서의 모델 함정의 자기장 신

호 분포를 정확히 측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 

통해 제시된 해석 기법들은 실제 함정 설계 단계에서

의 함정 자기 신호 특성 측 뿐 만 아니라 실제 운

용 인 함정들에 한 특정 수심에서의 3축 자기장 

측정 신호로 부터 다양한 임의 운용 환경(지구 자기

장 특성 변화, 함 진행 방향 변화, 수심 변화 등)에서

의 함정 3축 자기장 신호 측에 사용 가능하다. 아

울러, 상 함정의 자기 인 특성을 소수의 자기 등

가 다이폴로 근사 화함으로써 실시간 함정 자기장 신

호 특성 해석  시뮬 이션 장비 개발 시에도 직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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