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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ermanent vertical magnetization should be obtained to counteract induced vertical magnetization due to the 
earth's background field during the Flash D demagnetization process. A vertical susceptibility is needed to calculate 
a extra-permanent magnetization, which is needed to control the permanent vertical magnetization in stage 2 of 
Flash D demagnetization and added to the final vertical permanent magnetization. Two susceptibilities were found 
in this paper. One is obtained from the extra-magnetization. The other is obtained by magnetic field measurement 
from the scaled physical vessel when the vessel is excited by vertical magnetic field. The initial susceptibility by 
the extra-magnetization was 0.101～0.109 and the one from the measured magnetic field was 0.122. Two 
susceptibilities have a good agreement each other. From this paper, it is found that the susceptibility is able to 
appllied to calculate the extr-magn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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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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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의 선체는 강자성체인 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계 등에 의해 자화가 발생된다. 함정이 지자계 

에서 침로방향의 변화  도와 같은 외부응력의 인

가에 따라 함정에서 발생하는 구 자화의 크기는 증

가하므로 함정의 생존성 확보를 해서는 탈자가 필



김 학․도재원

586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7권 제5호(2014년 10월)

요하다. 강자성체의 탈자에 한 이론 인 방향제시[1] 
 방법[2-5]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며 자계신호의 

분류에 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6]. 본 연구는 축소함

을 이용하여 Flash D 탈자에 해 검토하는 것이다. 
Flash D 탈자의 가장 큰 목  에 하나는 지자계의 

수직방향 성분의 자계를 상쇄시키도록 탈자과정 에 

함정에 수직자화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Flash D탈자는 3단계로 나 어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과도한 수직자화를 형성시키고 2단계에서는 수직자화

의 크기를 확인하면서 어떤 크기의 수직자화까지 감

소시킨다. 3단계에서는 최종 수직자화를 얻기 해 2
단계에서 부여된 잉여 수직자화를 제거한다. 이 탈자

방법은 오래 부터 각 국의 해군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실제 용사례는 보안 처리되어 공개되어 있

지 않다. 논문으로써 보고된 첫 사례는 T. M. Baynes 
등에 의한 것이다[7]. 이 연구에서 3단계에서 제거되는 

잉여수직자화에 의한 자계가 함정의 기자화율로 계

산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그러나 T. M Baynes의 

실험으로부터 구한 기자화율로 잉여수직자화에 의

한 자계를 계산하면 그 값이 무 커 Flash D 탈자에

는 이 자화율을 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었다[8]. LIG
넥스원(주)이 탈자에 련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

자화율을 함정에 수직자계를 인가하여 구하는 방법에 

한 자료를 입수하 지만 이 방법을 이용한 용사

례  결과에 해서는 검토되어진 바 없다. 본 논문

은 Flash D 탈자에서 필요한 기자화율에 해 국외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 으로 검토하 다. 이것은 Flash 
탈자에서 3번째 단계의 탈자과정 , 제거될 잉여 수

직자화에 의한 자계의 크기를 측하기 해 필요하

며 이 검토에서는 잉여 수직자화에 의해 발생하는 자

계로부터 구한 수직 자화율과 함정에 단순히 수직자

계를 인가하여 구한 수직방향의 기 자화율을 비교

하 다.

2. 실험방법

  Fig. 1는 축소함 탈자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남북

방향(x방향)으로 배치되는 솔 노이드 코일은 길이가 

2m, 내경이 0.5m이며 코일 턴수가 600턴이다. 솔 노

이드 코일(x코일) 아래와 에 한 의 사각코일(z코
일)을 배치하여 지자계의 수직성분방향과 반 방향으

로 지자계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 다. z 코일의 크기

Fig. 1. Experimental aparatus for deperm

(a)

(b)

Fig. 2. Magnetic field measurement

는 길이가 2m, 폭이 0.6m, 각각의 턴수는 105턴이다. 
자기센서는 z코일 아래에 있는 센서 일에 부착되어 

이동되며 분해능이 0.1 nT, 측정범 가 ±105 nT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든 자계측정 데이터는 z방향 

센서로 측정한 것이며 지자계에 의한 환경데이터가 

제거된 것이다. Fig. 2에 z코일에 의해 축소함에 인가

되는 수직자계와 축소함에서 발생하는 자계를 측정하

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Fig. 2(a)와 같이 자기센서를 

축소함 심높이에 두고 코일에 류를 흘리면 심 

높이에서 z 코일의 발생자계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축소함은 z 코일 에 두지 않는다. z 코일자계에 의

해 축소함에서 발생하는 자계는 Fig. 2(b)와 같이 축소

함을 z 코일 에, 그리고 자기센서를 센서 일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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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측정하 다. 이 측정치는 축소함이 없을 때 센서

일에 자기센서를 두고 z 코일에 류를 흘렸을  발

생하는 자계가 감산된다. 이 실험으로부터 축소함의 

수직방향의 z 코일 자계 의존성, 즉 를 구할 수 있

다. 축소함은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석도 강 을 

사용하여 제작하 고 길이가 1000mm, 폭이 150mm, 높
이가 100mm이며 이 축소함은 한국해군 실함을 200:1
의 크기로 축소하여 제작하 다.

2.1 FLASH D탈자방법  조건[7]

  Fig. 3은 축소함을 FLASH D 탈자할 때, 함정에 인

가하는 x방향, 즉 수평방향의 자계 형(HL)과 z방향, 
즉 수직방향 자계(HV)를 나타낸 것이다. x방향 자계

는 3단계로 나 어 인가된다. 1단계에서는 x방향 자계

를 최 치에서 미리 정한 크기까지 일정한 감소율로 

감소시킨다. 이 때 축소함에 큰 수직방향의 자화를 만

들기 해 지자계의 수직성분방향과 반 방향으로 큰 

자계를 인가한다. 1단계의 마지막 인가자계의 방향은 

첫 번째 인가자계의 방향과 반 가 된다. 2단계에서는 

수직방향의 자계를 제거하고 수평자계를 다시 증가시

킨다. 이때 수평자계는 ±방향, 즉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 로 하여 한 씩 인가된다. 축소함에서 발생

하는 자계(수직자화에 의한 자계 : VM)은 +방향으로 

자계를 인가하여 센서를 이동시켜 자기신호를 측정한 

다음 다시 -방향의 자계를 인가하여 측정하여 이 두 

자기신호의 교 값이 된다. 2단계의 첫 번째 과 두 

번째 의 인가자계의 크기는 임의로 정하며 첫 의 

Fig. 3 Mangetic profile for Flash D deperm

첫 번째 자계의 인가방향은 1단계의 마지막 인가자계

방향과 반 방향으로 한다(그림에서 ➀로 표시). 2 단

계에서 수평자계를 증가시키는 것은 1단계에서 함정

에 부여된 큰 수직자화에 의한 자계를 어떤 설정값까

지 감소시키기 한 것이다. 2단계의 세 번째 부터 

자계의 크기는 앞에서 측정한 두 의 VM을 식(1)에 

입하여 구한다.

  

 
×  ×(1)

 :  이 의 자계

 : 인가할 자계

 에 의한 수직자화성분에 의한 자계

 : 에 의한 수직자화성분에 의한 자계

 : 수직자화에 의한 자계 목표치

이 식에서 VMt는 다음 식으로 정한다.

  (2)

이 식에서 VMf는 FLASH D탈자가 끝나고 축소함이 

가지게 될 수직자화에 의한 자계로 이 값이 0이 되면 

지자계의 수직방향으로 유도되는 자화의 크기와 z코
일에 의해 부여되는 함정의 수직자화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 가 되어 식 (2)로부터 VMt와 VMd는 

같게 된다. 따라서 VMd는 3 단계에서 자연 감소될 잉

여 수직자화에 의한 자계의 크기가 된다. VMd는 식 

(3)으로 정의된다.

  
  (3)

여기서 는 선체재질의 기자화율이고 EBF(Earth 

Background magnetic Field)는 지자계의 수직방향성분

의 크기이다. 3단계에서는 2단계의 마지막 수평자계의 

크기를 단순 감소시키는 과정이다. 이 때 제 3단계에

서 첫 번째 자계는 제 2단계의 마지막 자계의 크기와 

방향이 같도록 한다(Fig. 3에서 ➁로 표시). 이 단계는 

2단계에서 수평자계의 증가로 커진 x방향의 자화를 

다시 감소시키며 이에 동반하여 잉여수직자화(VMd)가 

자연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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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고찰

  본 실험에서의 Flash D 탈자조건은 1단계에서 첫 

번째 인가자계의 크기를 2000A/m, 감소율을 직  자

계의 3%, 1단계의 마지막 자계를 51.5A/m로 하 다. 
2단계에서 첫 두 의 자계크기를 50A/m와 60A/m로 

하 다. 그리고 VMt를 400nT, 600nT, 800nT, 1000nT, 
네 가지로 설정하 다. Fig. 4는 Fig. 2의 실험방법으

로 구한 것으로 z코일의 자계에 의해 축소함에서 발

생하는 자계를 측정한 것이다. 계산치는 최소자승법으

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축소함에서 발생

하는 자계는 인가자계에 해 0.122의 기울기 즉, 
를 가졌다. Fig. 5는 VMt를 600A/m으로 설정하고 식 

(1)로 구한 자계 Hn이 ±50A/m, ±60A/m, ±121A/m, 
±157A/m, ±179A/m, ±190A/m, 195A/m, ±198A/m의 8개
의 자계  에서 ±121A/m, ±179A/m, ±198 A/m일 때

의 VMn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두 VM의 교

은 축소함의 앙부근에서 나타나며 Hn의 증가와 함

께 수평 체 신호의 크기는 증가하지만 교 의 크기 

즉 VM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6은 4개의 VMt의 

설정치에 해 VM의 Hn 의존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 

그림으로부터 VMn이 Hn에 해 선형 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7은 Fig. 6의 마지막 Hn을 인가한 후

에 측정한 VMt를 설정치와 비교한 것이다. 이 때 VMt

가 400nT일 때는 Hn(최종자계)이 185A/m, Hn+1(Hn 다

음에 계산된 자계)은 185.2A/m, VMt가 600nT의 Hn과 

Hn+1은 각각 190A/m, 190.3A/m, VMt가 800nT의 경우

에는 198A/m와 197.9A/m, Vmt가 1000nT의 경우에는 

203A/m, 204.8A/m 다. 따라서 각 VMt의 설정치에서 

Hn과 Hn+1이 거의 동일하여 Hn을 최종 인가자계로 하

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VMt의 측정치와 설

Fig. 4. Magnetic field from physically scaled vessel

(a)

(b)

(c)

 Fig. 5. Magnetic field at the second stage of Flash D 

dep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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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8은 3단계 이

후 측정된 축소함의 자기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VMt를 

600nT로 설정하 을 때 축소함의 VM이 앙부근에서 

거의 0에 가까웠다. Table 1은 VMt와 VMf, VMd 

(=VMt-VMf), 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는 식 

(3)에 VMd를 입하여 구하 다. 이 때 nT를 A/m 단

로 환산하 다. 이 표에 계산된 는 거의 0.101- 

0.109이며 이 값은 Fig. 1에서 구한 기울기 0.122와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Fig. 6. Magnetic field due to a pair of applied field

  Fig. 7. Setup magnetic field and observed magnetic 

field at the second stage

Fig. 8. Magnetic field at the third stage

Table 1. VMt, VMd, VMf, 

VMt(nT) VMf(nT)
VMd(nT) 

Stage 2 Stage 3

1034 493.51 540.49 0.101

852 298.51 553.49 0.102

588 -39.58 627.58 0.109

466 -128.53 594.53 0.106

4. 결 론

  본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1. stage 2에서 측정된 수직자화에 의한 자계값과 설

정된 수직자화에 의한 자계값이 거의 동일할 때, 최

종자계와 그 에 계산된 자계는 거의 동일하 다.
2. stage 3 종료 후에 잉여수직 자화에 의한 자계값은 

541nT-628nT 사이의 값을 가졌으며 이 값으로부터 

구한 는 0.101-0.109의 값을 가졌고. 축소함에 수

직자계를 인가하여 측정한 수직자화에 의한 자계는 

인가자계에 해 0.122의 기울기가 얻어져 이 두 

값은 거의 일치하 다.
3. Flash D 탈자에서 잉여수직자화에 의한 자계를 구

하기 해 필요한 는 축소함에 인가한 수직자계

에 한 축소함에서 발생한 수직자계의 기울기를 

구함으로써 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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