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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ntitative representation for the magnetic force of a cylindrical permanent magnet acting
on a ferromagnetic object separated from it was derived on a the basis of magnetization theories,
the Gilbert model, and the Ampere model of magnetism, for the physics education in the precedent
study, In this study, a quantitative representation for the magnetic force of a cylindrical permanent
magnet acting on ferromagnetic object in contact with it by using the magnetic potential energy
method based on the principle of virtual work. The magnetic force derived in this study is proportional to the magnetic field of the remanent magnetization,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permanent
magnet, the saturation magnetic field, and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ferromagnetic object. The
real loss of the magnetic field of the remanent magnetization of the permanent magnet must be
considered in obtaining the magnetic force of the permanent magnet acting on a ferromagnetic
object using these quantitative re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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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막대자석의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한 정량적 접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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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물리교육을 위하여 원형 막대자석이 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
력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이 자기화 이론, 자기에 대한 Gilbert 모형, Ampere 모형을 바탕으로 유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원형 막대자석이 접촉상태에 있는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이
가상일의 원리를 근거로 하는 자기퍼텐셜에너지 방법을 사용하여 유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유도된 자기력은
원형 막대자석의 잔류자기화자기장과 단면적, 강자성 원형 막대 물체의 포화자기장과 단면적에 비례한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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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일상
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힘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기력을 현상론적으로는 쉽게 다룰
수 있지만, 중력이나 전기력에 비해 정량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1]. 물리교육에서 강자성 물체가 영구자석에 붙는

Fig. 1. (Color online) The magnetization of a cylindrical ferromagnetic object F separated from a cylindrical
permanent magnet P with remanent magnetization magnetic field Br .

자기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철이나 니켈과 같은 원소로 된
강자성 물체를 자석 가까이에 두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하여
자기화가 일어나 강자성 물체는 일종의 자석이 되며, 이로
인하여 두 자석 사이의 자기력에 의하여 붙게 된다’ 라는
정도의 정성적인 설명이 일반적이다 [2]. 초등학교에서부터
영구자석에 붙는 금속 클립의 수를 통해 영구자석이 강자
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어림하거나 영구자석을 금속
클립에 가까이 가져갈 때 금속 클립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이들 사이의 자기력과 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등으로 영구
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의 자기력을 경험한다 [3]. 또한 전
류가 흐르는 전선 부근에 생기는 자기장을 관찰하여 자기의
근원이 전류임을 인식한다 [4–7]. 중학교에서는 영구자석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을 다루며, 고등학교에서는 물질의 자기화에 대하여
다루어지도록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자성 물체가 영구자석에 붙는 자기현상의 원인에
대해 정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전류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의 모든 현상은 이론적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원자 쌍극자모멘트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정량적
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자연현상에 대
한 정량적인 표현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기능을 가진다.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의 자기력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을 고려함에 있어서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의 자기적 특성, 기하적인 형태, 이들 사이의 거리 등이
이들 사이의 자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1].
이 연구는 물리교육을 위하여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의 자기력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다는 취지에서 이
루어진다. 이미 선행연구 ‘원형 막대자석의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한 정량적 접근’에서 Fig. 1과 같이
원형 막대자석 P 와 강자성 원형 막대 물체 F 가 격리된
상태에서 원형 막대자석 P 가 강자성 원형 막대 물체 F 에
작용하는 격리 자기력이 자기화 이론, 자기에 대한 Gilbert
모형, Ampere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 Eq. (1) 과 같이 유도
되었다 [1].

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물리학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전
자기학 분야에서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의 자기력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과학 교재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자기학 관련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대학의 전자기학 관련 교재에서조차도 영구자석에 대
하여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8–14].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에 일어나는 자기현상은
이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자기적 성질에 그 근원을 둔다.
그리고 원자들의 자기적 성질을 원자 자기쌍극자모멘트로
모형화한다 [6].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의 자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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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χmF 는 강자성 원형 막대 물체의 자기화율이며,
AP , AF , RP , RF , lP , lF 는 각각 영구자석 P 와 강자성 물체
F 의 단면적, 반지름, 길이이다. BP 는 원형 막대자석의
자기장으로서 원형 막대자석의 잔류 자기화자기장 Br 를
의미한다. 그리고 µ0 는 진공의 투자율이며, x 는 x 축 위의
영구자석 P 와 강자성 물체 F 사이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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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q. (1) 은 자기에 대한 Gilbert 모형을 근거로
자기에 대한 쿨롱법칙이기 때문에 접촉상태에 있는 자석과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구할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접촉상태에 있는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의
접촉 자기력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을 유도하고, 유도된 자
기력을 적용하여 영구자석인 AlNiCoⅤ 자석과 Ferrite 자
석이 접촉상태에 있는 cast iron(CI), cast steel(CS), sheet
steel(SS) 을 재질로 하는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접촉 자
기력을 구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된 연구 대상인 AlNiCoⅤ 자석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자석들과 대표적인 강자성 물질인 주철, 주강,
판강 등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자
료를 사용할 것이며, 관련된 단위들의 사용도 선행연구에서
와 같다 [1]. 또한 이 연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II. 원형 막대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접촉 자기력
자기장 내에 존재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 Fm 을 구
하는 데에는 가상일의 원리 (principle of virtual work) 를

Fig. 2. (Color online) The two situations to deduce the
magnetic force of a cylindrical permanent magnet P acting on a ferromagnetic object F in contact with the
permanent magnet P by the magnetic potential energy
method: the one situation (a) that the ferromagnetic
object F exits outside the magnetic field BP and the another situation (b) that the ferromagnetic object F exits
in contact with the permanent magnetP .

이용하여, Eq. (2) 과 같이 물체의 변위에 대한 자기퍼텐
셜에너지의 변화율로부터 구하는 자기퍼텐셜에너지 방법
(magnetic potential energy method) 을 사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7–9,11–14].
Fm =

dW
d(∆Um )
=−
dx
dx

(2)

여기에서 W 는 자기장 B 가 한 가상의 일로서 일과 에너지의
정리(theorem of work and energy)에 의하여 W = −∆Um
와 같이 자기퍼텐셜에너지 ∆Um 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원형 막대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접촉 자기
력, 즉 원형 막대자석에 접촉되어 있는 강자성 물체에 작용
하는 원형 막대자석의 자기력을 구하기 위하여 Eq. (2) 을
사용할 수 있다. Figure 2의 (a) 는 강자성 물체 F 가 원형
막대자석 P 의 자기장 BP 내에 존재하지 않을 상황, 즉 강자

P 와 접촉되어 있는 상황인 (b)의 강자성 물체 F 의 자기퍼
텐셜에너지 Um,F 와 강자성 물체 F 가 원형 막대자석 P 의
자기장 BP 내에 존재하지 않을 상황인 (a) 에서의 강자성
물체 F 의 체적 VF 인 공기의 자기퍼텐셜에너지 Um,A 의
자기퍼텐셜에너지의 변화량 ∆Um 의 음의 값과 같다. 즉
W = −∆Um 이다.
강자성 물체 F 가 자기장 BP 인 영구자석 P 에 접촉상태
로 존재할 때, 자기화된 강자성 물체 F 내의 자기장 BF 은
다음 Eq. (3)로 나타낼 수 있다.
BF = BP + BM F

(3)

여기에서 BM F 는 강자성 물체 F 의 자기화에 의한 자기장
으로서, BM F = µ0 MF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µ0
는 진공의 투자율이다. 또한 자기화된 강자성 물체 F 내의
자기장 BM F 은 다음 Eq. (4) 로 나타낼 수 있다.
(4)

성 물체 F 가 원형 막대자석 P 로부터 무한대의 거리에 있는

BM F = χmF BP

것으로 가정한 상황을 보여주며, (b) 는 강자성 물체 F 가

여기서 χmF 는 강자성 물체 F 의 자기화율이다. 그리고 Eq.
(3)의 자기화된 강자성 물체 F 내의 자기장 BF 은 다음 Eq.
(5) 과 (6) 로 나타낼 수 있다.

원형 막대자석 P 과 접촉되어 있는 상황으로, 원형 막대자석
P 로부터 무한대의 거리에 있는 강자성 물체 F 를 원형 막
대의 자기력 Fm 이 원형 막대자석 P 와 접촉상태에 이루게
하는데 일 W 을 했다고 가정한다. 이때 원형 막대자석 P 의
자기력 Fm 이 한 일 W 는 강자성 물체 F 가 원형 막대자석

BF = (1 + χmF )BP
= µ F r BP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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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µF r 는 강자성 물체의 상대투자율로서, µf r =
µF /µ0 와 같이 강자성 물체의 투자율 µF 의 진공의 투자율
µ0 에 대한 비율이다.
자기화된 강자성 물체 의 단위체적당의 자기퍼텐셜에너
지 umF 는 다음 Eq. (7)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umF =

1
B2
2µF F

(7)

그리고 자기화된 강자성 물체 F 의 체적 VF 에 상당하는
자기퍼텐셜에너지 UmF 는 다음 Eq. (8) 과 (9)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III. 적용 및 논의

∫
UmF =

umF dv

(8)

1
B 2 dv
2µF F

(9)

VF

∫
=

VF

한편, 자기장 BP 인 영구자석 P 부근에 강자성 물체 F 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강자성 물체 F 의 체적 VF 에 상응하는
체적에 공기의 자기퍼텐셜에너지 UmA 는 다음 Eq. (10)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2
BP dv
(10)
UmA =
2µ
0
VF
이제 원형 막대자석 P 의 자기장 BP 에 의한 체적 VF 의
자기퍼텐셜에너지의 변화량 ∆Um 은 Eq. (9) 와 (10) 을 사
용하여 다음 Eq. (11)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2
B2
BF
1
− P AF dx
(11)
∆Um =
2 VF µF
µ0
여기에서 AF 는 Fig. 2에서와 같이 원형 막대자석 P 과
강자성 물체 F 가 접촉될 때 접촉면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소체적 dv = AF dx이다.
원형 막대자석 P 가 접촉상태에 있는 강자성 물체 F 에
작용하는 접촉 자기력 FmF,x=0 는 Eq. (2), (4), (5), (6),
(11)를 사용하여 다음 Eq. (12)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mF,x=0 = −

즉, 원형 막대자석에 접촉되어 있는 강자성물체에 작용하는
원형 막대자석의 접촉 자기력 FmF,x=0 는 접촉 면적 AF ,
강자성 물체의 자기화율 χmF 에 비례하며, 원형 막대자석
의 자기장 BP 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구한 원형 막대자석에 접촉상태에 있는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접촉 자기력인 Eq. (13)은 원형 막대자석
뿐만 아니라 장방형 막대자석이나 원반형 자석 등의 영구
자석의 접촉 자기력을 구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석의 접촉 자기력이라 할 수 있다.

(µF r − 1)AF BP2
2µ0

(12)

여기에서 우변의 음 (−) 의 부호는 Fig. 2에서 보여주는 것
과 같이 원형 막대자석 P 가 그 오른 쪽에 있는 강자성 물체
F 를 당기는 힘의 방향, 즉 −x 방향의 힘을 의미한다. 그리
고 µF r = 1 + χmF 의 관계를 사용하면, 원형 막대자석의
접촉 자기력 FmP,x=0 는 강자성 물체 F 의 자기화율 χmF
를 포함하는 다음 Eq. (13) 으로 나타낼 수 있다.
FmP,x=0 = −

χmF AF BP2
2µ0

(13)

영구자석 P 에 의하여 강자성 물체 F 에 인가되는 인가자
기장 Ba 은 전자석에서 전류를 증가시킴에 따라 이에 비례
하여 증가하는 전자석의 자기장 BE 에 의한 인가자기장의
경우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영구자석의 자기장 BP 은 잔
류자기화자기장 Br 으로 특정한 크기의 자기장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Fig. 2에서와 같이 영구자석 P 에 접촉
한 상태로 존재하거나 영구자석의 부근에 존재하는 강자성
물체 F 에 인가하는 인가자기장 Ba 이 된다 [1]. 즉,
Ba = BP = Br

(14)

Table 1은 상용화된 영구자석들의 자기적 성질을 조사
하고, 같은 종류의 영구자석이 가질 수 있는 자기상수들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1]. 여기에서 Bc 는 자기장 Hc [A/m]로
나타내는 영구자석의 보자력 (coercive force) 을 자기장 B
의 T (tesla)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3은 강자성 물체들의 주된 재질인 주철(cast iron,
CI), 주강(cast steel, CS), 판강(sheet steel, SS) 시료들에
인가한 인가자기장 Ba 의 증가에 따른 시료들의 자기화자
기장 BM 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1]. Figure 3에서
인가자기장 Ba 의 크기가 작은 영역에서는 인가자기장 Ba
의 증가에 따라 강자성 시료들의 자기화자기장 BM 의 크기
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인가자기장 Ba 의 크
기가 큰 영역에서는 인가자기장 BA 의 증가에 따라 강자성
시료들의 자기화자기장 BM 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점점
작아지면 어느 특정한 자기화자기장 BM 의 주철의 자기화
포화점 Ms(CI) , 주강의 자기화포화점 Ms(CS) , 판강의 자기
화포화점 Ms(SS) 에 수렴함을 보인다. 이들 강자성 시료들의
자기화포화점에 상응하는 포화자기화자기장 BM s 는 각각
BM s(CI) = 0.62 T, BM s(CS) = 1.49 T, BM s(SS) = 1.51 T
이며, 이들의 인가자기장 Ba 는 Ba,M s(CI) = 4.12 × 10−3
T, Ba,M s(CS) = 3.28 × 10−3 T, Ba,M s(SS) = 3.70 × 10−3
T이다. 이것은 Ba = 5.0 × 10−3 T 이상의 인가자기장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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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agnetic properties of the permanent magnets [1].
Magnet
Ferrite
AlNiCo
NdFeB
SmCo

Composition
Fe2 O3 , Co, Ba
Al, Ni, Co, Fe, Cu, Ti
Nd, Fe, B
Sm, Co

Br [T]
0.20 – 0.45
0.55 – 1.40
1.08 – 1.46
0.92 – 1.13

Bc [T]
0.16 – 0.42
0.05 – 0.28
1.20 – 1.49
0.55 – 0.90

Emax [kJ/m3 ]
0.64 – 32.6
4.8 – 87.5
20 – 437
22 – 255

Tc [◦ C]
450
860
310 – 370
700 – 800

보고가 있다 [15–17]. 이러한 잔류자기화자기장의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영구자석의 잔류자기화자기장은 Fig. 3에서
나타난 모든 강자성 물체들이 포화자기화 상태에 이르는
인가자기장 Ba = 5.0 × 10−3 T에 비하여 매우 큰 세기로
서, 일반적으로 영구자석에 접촉해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강자성 물체들은 포화 자기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영구자석에 의한 강자성 물체의 자기화자기장
BM F 는
BM F = BM sF

Fig. 3. (Color online) The variations of the magnetization magnetic fields BM of the ferromagnetic materials
of cast iron(CI), cast steel(CS), and sheet steel(S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applied magnetic field Ba [1].
에서 이들 강자성 시료들은 모두 포화자기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q. (4) 의 BM F = χmF BP 에서 강자성 물체 F 의 자기
화율 χmF 는 원형 막대자석 P 의 자기장 BP 과 이로 인하여
자기화된 강자성 물체 F 의 자기화자기장 BM F 의 관계가
선형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정의된 물리량이다. 그러나
이들 사이가 선형성을 갖는 상자성 물체나 반자성 물체와
는 달리 강자성 물체인 경우 그렇지 못하다 [8, 9]. Figure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인가자기장 Ba 의 크기가 작은
영역에서는 인가자기장 Ba 의 증가에 따른 강자성 시료들의
자기화자기장 BM 의 변화를 Eq. (4) 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인가자기장 Ba 의Z 크기가 큰 영역에서는
선형적이지 않으므로 Eq. (4) 를 사용할 수 없다.
Figure 3에서와 같이 원형 막대자석 P 에 접촉된 상태로
있는 강자성 물체 F 에 인가되는 인가자기장 Ba 는 Eq. (14)
에서와 같이 원형 막대자석의 잔류자기화자기장 Br 이다.
또한 강자성 물체 F 는 원형 막대자석 P 의 잔류 자기화자기
장 Br 에 의하여 자기화가 일어난다. Table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조사된 영구자석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잔류자기
화자기장을 가진 페라이트 자석인 경우에도 그 잔류자기
화자기장이 Br = 0.2 T이다. 또한 영구자석의 길이 lP 가
그 반경 보다 아주 큰 경우 즉 lP ≫ RP 인 경우, 자속의
손실로 인하여 그 잔류자기화자기장이 1/2로 감소한다는

(15)

로 나타내어야 한다. 여기서 BM sF 는 Fig. 3에서 보여주는
강자성 시료들의 포화자기화자기장으로서 강자성 물체 F
의 포화자기화자기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유도된 원형 막대자석의 접촉 자기력
FmF,x=0 인 Eq. (13) 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된 Eq. (14) 과 (15) 에 따른 원형 막대자석 P
의 자기장 BP 와 강자성 물체 F 의 자기화자기장 BM F 의
보정이 필요하다. Equation (13)의 우변에 포함된 χmF BP2
는 χmF BP ḂP 로서, 이것은 강자성 물체 F 의 자기화자기장
BM F 와 원형 막대자석 P 의 자기장 BP 의 곱을 의미한다.
원형 막대자석 P 의 자기장 BP 를 원형 막대자석 P 의 잔
류자기화자기장 Br 일 때, 강자성 물체 F 의 자기화자기장
BM F 은 강자성 물체 F 의 포화자기화자기장 BM sF 가 되어
야 한다. 이때 Eq. (13)의 원형 막대자석 P 의 접촉 자기력
FmP,x=0 은 다음 Eq. (16) 으로 나타낼 수 있다.
FmP,x=0 = −

AF BM sF Br
2µ0

(16)

따라서 원형 막대자석 P 에 접촉되어 있는 강자성 물체 F
에 작용하는 원형 막대자석 P 의 접촉 자기력 FmP,x=0 는
접촉 면적 AF , 강자성 물체 F 의 포화자기화자기장 BM sF ,
원형 막대자석 P 의 잔류자기화자기장 Br 에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형 막대자석 P 의 단면적 AP 가 강자성
물체 F 의 단면적 AF 보다 클 때, 원형 막대자석 P 와 강자성
물체 F 의 최대 접촉면적은 원형 막대자석 P 의 면적 AP
이다. 이때 원형 막대자석 P 에 접촉되어 있는 강자성 물체
F 에 작용하는 원형 막대자석 P 의 접촉 자기력 FmP,x=0 는
다음 Eq. (17) 로 나타낼 수 있다.
FmP,x=0 = −

AP BM sF Br
2µ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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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17)의 원형 막대자석 P 의 접촉 자기력 FmP,x=0
를 일반적인 학습교구용 원형 막대자석에 적용할 경우, 그
원형 막대자석 P 의 길이 lP 가 반지름 RP 보다 아주 크므로
자속의 손실에 인한 잔류자기화자기장 Br 의 감소를 고려
하여 Eq. (17) 의 우변에 포함된 잔류자기화자기장 Br 를
(1/2)Br 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15–17]. 이러한 lP ≫ RP
인 경우, 원형 막대자석 P 에 접촉되어 있는 강자성물체 F
에 작용하는 원형 막대자석의 접촉 자기력 FmP,x=0 는 다음
Eq. (18) 으로 나타낼 수 있다.
FmP,x=0 = −

AP BM sF Br
4µ0

(18)

물리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lNiCoⅤ 원형막
대와 Ferrite 원형 막대자석의 규격은 길이 lP = 7 cm,
반지름 RP = 0.4 cm이며, 잔류자기화자기장 Br 은 각각
Br (AlNico V) = 12.653 T와 Br (Ferrite) = 0.4 T이다. 그
리고 Fig. 3의 그래프로부터 얻어진 강자성 물체들의 포화자
기화자기장 BM sF 들, 즉 BM sF (CI) = 0.62 T, BM sF (CS)
= 1.49 T, BM sF (SS) = 1.51 T을 사용하여 AlNiCoⅤ

Fig. 4. (Color online) The magnetic forces FmP of the AlNiCoⅤ cylindrical permanent magnet and Ferrite cylindrical permanent magnet acting on the cylindrical ferromagnetic objects of cast iron(CI), cast steel(CS), and
sheet steel(SS) in contact with and separated from the
magnets by the distances x.

원형 막대자석과 Ferrite 원형 막대자석이 접촉한 상태로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접촉 자기력 FmP,x=0 들은 다음

등의 요인으로 잔류자기화자기장 Br 가 감소하는 감자기화

과 같이 구해진다.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이 주철 (CI),

(demagnetization) 가 일어난다 [18, 19]. 이러한 감자기화

주강 (CS), 판강 (SS) 의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접촉 자

현상으로 인하여 실제 Eq. (14) 로 나타내는 영구자석 P

기력 FmP,x=0 는 각각 Fmp,x=0 (CI/AlNiCo V) = 79.5 N,

에 접촉한 상태로 존재하거나 영구자석 P 의 부근에 존재하

Fmp,x=0 (CS/AlNiCo V) = 191.0 N, Fmp,x=0 (SS/AlNiCo

는 강자성 물체 F 에 인가하는 인가자기장 Ba 는 대중없는

V) = 193.5 N이다. 그리고 Ferrite 원형 막대자석이 이

오직 측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현상론적인 물리량이다 [20].

들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접촉 자기력 FmP,x=0 는 각각

이러한 이유로 Eq. (1)이나 (18)을 사용하여 영구자석 P 에

Fmp,x=0 (CI/Ferrite) = 2.512 N, Fmp,x=0 (CS/Ferrite) =

접촉한 상태로 존재하거나 영구자석 P 의 부근에 존재하는

6.037 N, Fmp,x=0 (SS/Ferrite) = 6.118 N이다.

강자성 물체 F 에 작용하는 실제의 자기력 FmP 을 구하기

Figure 4는 이 연구에서 얻은 Eq. (18)을 사용하여 구한

위해서는 영구자석 P 의 잔류자기화자기장 Br 대신 영구자

주철 (CI), 주강 (CS), 판강 (SS) 의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

석 P 의 표면이나 영구자석의 부근에 존재하는 강자성 물

는 원형 막대자석의 접촉 자기력 FmP,x=0 와 선행연구에서

체 F 의 위치에서의 영구자석 P 의 자기장 BP 를 측정하여

구한 Eq. (1) 를 사용하여 주철 (CI), 주강 (CS), 판강 (SS)

사용해야 한다.

의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원형 막대자석의 격리 자기력
FmP,x>0 을 정리한 결과이다 [1].

이 연구에서 유도한 원형 막대자석이 접촉상태에 있는 강
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Figure 4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자기력들은 원형 막대자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물리교육

석 P 가 충분한 외부 자기장에 의하여 그 재료인 강자성체

에서 자석의 접촉 자기력 측정은 금속 클립 더미에 자석의

가 포화자기화에 의하여 영구자석이 되는 시점에서 원형

극을 접촉시켰다가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자석의 극에 붙여

막대자석 P 가 갖는 잔류자기화자기장 Br 에 의한 자기력

올라온 금속 클립의 개수로 접촉 자기력을 어림하는 것이

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원형 막대자석 P 가 강자성물체

일반적이다 [20,21]. 학습교구용으로 사용되는 원형 막대자

F 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기력 FmP 들이다. 영구자

석은 일반적으로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이다. 또한 일반

석은 시간에 따른 그 잔류자기화자기장 Br 의 변화는 미미

적으로 자석 실험에서 사용하는 작은 금속 클립인 경우 그

하지만, 잔류자기화자기장 Br 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길이가 3 cm이고 질량이 0.7 g이며 판강(SS)으로 제조된다

내부자기장, 주변의 다른 자석들에 의한 외부자기장, 강자

[22]. 유도한 원형 막대자석이 접촉상태에 있는 강자성 물

성체와 접촉, 기계적인 충격이나 진동, 외부 온도의 변화

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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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자기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차후 수행해야 하는 또 다른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교육에서 자석의
접촉 자기력 측정 방법에 따라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이
금속 클립 더미에 작용하는 접촉 자기력을 측정하는 한편,
Eq. (18)에서 영구자석 P 의 잔류자기화자기장 Br 대신 영
구자석 P 의 표면에서 영구자석 P 의 자기장 BP 로 대체된
다음 Eq. (19) 를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어림 비교해 볼
수는 있다.
FmP,x=0 = −

AP BM sF BP
4µ0

(19)

시중에서 구한 사용하지 않았던 길이 lP = 7 cm, 반지름
RP = 0.4 cm인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 10개를 번갈아
자석의 N극을 금속 클립 더미에 접촉시켰다가 끌어 올렸을
때 평균적으로 질량 23 g의 금속 클립들이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의 N극에 붙여 올라왔다. 이것은 질량이 0.7 g인
소형 금속 클립 33 개의 질량에 상응하며 0.225 N에 상응하
는 무게이다. 그리고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들의 N극 표
면에서 평균 자기장 BP 는 BP = 42.9×10−3 T으로 자기장
센서 (KSD-1007)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것은 Fig. 3
에서 나타난 판강 (SS) 의 자기화자기장의 포화점 M S(SS)
에 이르는 인가자기장 Ba = 3.28 × 10−3 T보다 아주 크
다. 이 영역에서는 판강 (SS) 의 자기화자기장 BM F (SS) 과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 표면에서 자기장 BP 의 관계를
Eq. (4) 로 나타낼 수 있는 선형 영역을 넘어선 포화영역이
다. Fig. 3의 판강 (SS) 의 자기화곡선으로부터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의 자기장 BP = 42.9 × 10−3 T를 인가자기
장 Ba 로 하였을 때 판강(SS)의 자기화자기장 BM F (SS)은
포화자기화 자기장 BM sF (SS) = 1.51 T의 세기이다. 이때
Eq. (19) 은 다음 Eq. (20) 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FmP,x=0 = −

AP BM sF BP
4µ0

(20)

Equation (20) 을 사용하여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
이 금속 클립 더미에 작용하는 접촉 자기력 FmP,x=0 는
FmP,x=0 = 0.656 N으로 구해진다. 이것은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이 끌어올린 금속 클립들의 무게 0.225 N에 비하여
약 3배가 되는 큰 힘이다. 금속 클립 더미인 경우 무질서한
배열로 인하여 AlNiCoⅤ 원형 막대자석과 접촉하는 면적이

‘원형 막대자석의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와 선행연구는 물리교
육을 위하여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의 자기력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서 영구자석인 원형 막대자석이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
기력의 정량적인 표현은 자기화 이론, 자기에 대한 Gilbert
모형, Ampere 모형을 바탕으로 유도되었다. 유도된 원형
막대자석이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원형 막대자
석의 잔류 자기화자기장과 단면적, 강자성 물체의 포화자
기장과 단면적에 비례하며, 원형 막대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의 거리와 이들의 길이에 관계되는 양의 제곱에 반비
례한다. 그러나 유도된 자기력이 자기에 대한 Coulomb의
법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구자석과 강자성 물체가 접촉해
있을 경우에 자기력을 구할 수 없으며, 이들 사이 거리가 자
석의 반지름보다 작을 경우에는 자기력이 매우 커져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의
편리상 선행연구에서 유도된 원형 막대자석의 강자성 물체
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격리 자기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원형 막대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에 작
용하는 접촉 자기력, 즉 원형 막대자석에 접촉되어 있는 강
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원형 막대자석의 자기력을 가상일의
원리를 이용한 자기퍼텐셜에너지 방법으로 유도하였다. 원
형 막대자석과 강자성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접촉 자기력은
원형 막대자석에 접촉되어 있는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원형 막대자석의 접촉 자기력은 원형 막대자석의 잔류 자기
화자기장과 단면적, 강자성 물체의 포화자기장에 비례한다.
그러나 영구자석들은 강자성체가 포화자기화에 의하여
영구자석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시간에 따른 잔류자기화자
기장이 감소하는 감자기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감자기화 현
상으로 인하여 실제 영구자석에 접촉한 상태로 존재하거나
그 부근에 존재하는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의 자기
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잔류자기화자기장 대신 영구자석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연구들에서 유도된 원형 막대자석의 강자성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한 타당성은 객관적인 실험결과와 직
접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차후 체계
적이고 정밀한 실험을 통하여 그 타당성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원형 막대자석의 단면적보다 작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산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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