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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특성에대한쉽고간단한설명



자기특성에대한쉽고간단한설명

용어 설명

잔류자속밀도

잔류자속밀도（Remanent Flux Density or Residual Magnetic Induction）

Br로 표시한다. 포화 자속밀도 상태로 부터 자화력을 완전히 제거했을때의 자속밀도. 

즉,잔류 할 수 있는 자력의밀도(자력)

*포화자속밀도란?
자성체에 외부자계를 가할 때, 자화가 포화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때의 자성체의 자속밀도. 

보자력

(항자력)

보자력（Coercive Force） 고유 보자력（Intrinsic Coercive Force）

Hc로 표시한다. 외부자계의 영향에 의해서, 자석이 가지는 자속밀도가 없어질 때의 외부자계의 크기.즉, 외부자계에 대한 저항력

---상세설명, (다소 골치 아픔)---

1. bHc는

b보자력이라고 말한다. 자속밀도(자기유도)를 "0"로 하는데 필요한 외부자계(외부자장)의 세기를 말한다. 자기회로를 설계할 때

에는 이 값이 중요하다. 자석에 역자계를 서서히 강하게 했을 때,자석의 자기유도의 값이 "0"이 되는 역자계의 값을 말한다.

2. iHc와 jHc는 같은말이다.

i보자력과 j보자력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자화를 "0"로 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자계의 세기를 말한다. 즉, bHc는 자기 상태를

"0"로 하는 외부자장의 세기인 것에 대해, iHc은 자화(자석에 자력을 넣는 공정 : 착자 )한다는 일종의 물질의 변화상태를 "0"로
하는 외부자장의 세기이다. b

Hc보다 강한 역자계를 자석에 걸어가면, 자석 속의 작은 자구(식물의 세포에 해당하는 자석의 최소단위)은 역자계의 힘에

밀리며, 그 역자계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버린다 (착자 되게 한다).

지금까지 일치 단결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던 자구(磁区)라는 병사가 역방향의 세력에 밀려 반기를 들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을 자화의 반전이라고 한다. 정 방향을 향하고 있던 자구와 반기를 든 자구가 같은 이 되어 세력이 모두 동일하게 됐을 때,
이를 자석의 자화가 "0"가 됐다고 말한다. 이때 역방향의 자계의 세기가 iHc이다.

iHc는 bHc보다도(-)방향으로 큰 값이 된다.



자기특성에대한쉽고간단한설명

용어 설명

최대

에너지적
(BH)max로 표시한다. 적절한 형상으로 가공했을 때에,그 자석으로부터 꺼낼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의 크기.

최대사용온도

최대 사용온도 ( Maximum operating temerature)

Tw라고 표기한다

표기된 온도까지는 감자는 되나 다시 상온으로 돌아오면 자력을 회복하는 동작 가능한 최대 온도이다

큐리온도

큐리온도 (Curie temperature)

자석이 완전히 자력을 잃어버리는 온도가 있다.그것을 "큐리온도" (물질이 자성을 잃는 경계가 되는 온도)라고 한다

자석의 큐리 온도는, 자석이 완전히 자력을 잃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온도를 넘으면, 어떤 자석도 다시 상온으

로 돌아와도, 자력을 회복하지 못한다.

註 : 원래 자력으로 회복 못하는 현상을 불가역감자(不可逆減磁)라고 한다

온도계수

온도계수 (Temperrature coefficient)

a(Br),β(iHc) 등의 표기가 있디

온도계수는 2종류가 있는데, α는 Br의 온도계수이고, β는iHc의 온도계수이다. 각각 그정의를 표시하면:

식중에서 T는 변화후의 온도, Tr은 실내온도（일반은 25℃）. 
그 물리적 의미는：

α： 온도 1℃ 변화할 때, Br값의 변동백분율
β： 온도 1℃ 변화할 때, iHc값의 변동백분율

윗 그림을 예로 25℃과 100℃ 사이에서, 그α와 β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잔류자속밀도와 표면자속밀도에 대해

상기에대해는수시로질문을받고, 대부분이혼동을하고있는관계로부연설명하고자 함.

1. �잔류자속밀도와 표면자속밀도의 차이점.

 잔류자속밀도는 자석의소재자체가 가지고있는수치이다. 한편,표면자속밀도는 자석을실제로제작하여,

그자석의표면에얼마나많은자속이나오고있는지를 나타내는수치이다.다만,잔류자속밀도가 높다고해

서반드시표면자속밀도가 높아지는 것이아니라, 잔류자속밀도・보자력・최대에너지 의균형에의해표

면자속밀도가 결정된다.

예를들어보면, 네오디뮴자석 N35의잔류자속밀도는 11,700 ~ 12,500 가우스(Gauss)이지만, 실제로자석

을제작하면서, 표면자속밀도를 측정하면,Φ8*10은 4,960가우스 50.8*25.4*12.7에서 3,370 가우스가된

다. 이렇게크기가크다고표면자속밀도가 커지는것은아니다.

잔류자속밀도는 회로에서 Full착자시킨 후에측정한재료자체의 특성치이며, 표면자속밀도는 開회로에서

측정기의 probe를자석표면에 닿게하여,측정하여 나오는수치일뿐이며,  같은크기,같은재질의자석을표

준품대비, 불량품구분에 사용하는것이다. 

 

 2. 표면자속밀도와 흡착력.

 표면자속밀도는, 1평방센티미터당 얼마나많은자속이있는지를나타내는숫자이다. 이수치는,자력의강

약을판단하는기준이되지만, 같은종류・재질의자석도크기・형상・측정위치등에따라차이가있고, 

오차가발생한다. 그래서, 그오차를최소화하기 위해자극면의최대치를 측정치로한다. 

 흡착력은, 철판에흡착시킨자석을흡착면과 수직방향으로당겨기위해필요한힘을나타내는 숫자이다. 이

수치는, 똑같은자석에서도흡착시키는 철판의두께에따라다르다.예를 들어,1mm와 10mm의철판은

10mm쪽이수치는커진다. 

또한, 측면의일부분만을 흡착시킨경우이면,면전체의 흡착에비해수치는작아진다. 표면자속밀도는, 정

기적으로교정한측정기를사용하기 때문에, 수치의신뢰성은 확보되어있지만,흡착력 측정기준과방법이

공개적으로 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 측정자각각의각자의측정기준과 방법이이용되고있다. 흡착력은어

디까지나참고치로확인받고,최종적으로는 현물로판단해야만된다. 센서및모터용등의흡착목적이 아닌

경우는표면자속밀도, 부품고정및반송용등의흡착목적의경우는흡착력을 참고로자석을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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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자속밀도의 측정방법과수치

표면자속밀도는 가우스미터(SI단위로는 테슬라미터라)라는 측정기를이용하여 실시한다. 측정은주로다

음두가지방법을필요에따라사용할수있다.

①자극면에서 발생하는최대치의측정.

②자극면의중심부근에서 발생하는 수치의측정.

표시수치는 자극면에서대해중심부분이낮아지고, 끝단부에가까워지면서 높아진다. 이현상은자석재질

을불문하고발생하고, 크기가커질수록현저하게나타난다. 따라서, 측정기기・방법・환경등에따라변

동하는수치이기때문에, 품질보증값이아닌대표값이다.

 4. 표면자속밀도・흡착력을 지정하여자석은만들수있는가?

표면자속밀도・흡착력을 지정하여 자석을제작하는것은어렵다. 착자(자석에 자력을착자기에연결된요

크를통해넣는것)는 전기에너지를이용하기 때문에, 이에너지량을줄일수있고,착자후에자석의자력을

약하게할수있지만, 에너지량과 자력의감자비율은비례하지 않기때문에, 완성된제품의차이가커진

다. 자석은풀착자(포화자화)한 상태에서사용하는것이최적이며, 사용환경이나 경년변화에 의한자력저

하의우려도적다. 자력이너무강하거나, 너무약한경우에는재질・크기의변경, 대상물체까지의 거리의

조정등을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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