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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곡면 배열 센서는 빔의 지향 방위에 따라 부 배열이 구성된다. 여기서 부 배열의 센서 선택 방법에 따라 곡면 

배열 센서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곡면 배열 센 서는 형상의 특성으로 인해 빔 지향 방위에 따라 부 배열의 형상

이 달라진다. 따라서 빔 지향 방위에 따라 지향지수, 빔 폭 등의 성능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센서 선택 방법을 선택할 

때, 빔 지향 방위에 따라 달라지는 지향지수, 빔폭 등의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단일 센서의 위치 벡터

가 기준인 부 배열을 선택하는 방법과 센서 빔의 지향 벡터가 기준인 부 배열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빔 지향 방위별 지향지수와 수평 및 수직 빔 폭의 평균과 분산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두 방법에서 사용

되는 센서 수를 고정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센서 수를 고정하지 않았을 때는 센서 빔의 지향 벡터 기준 방법의 성능이 

대부분 높았으나 수직 빔 폭의 성능은 낮거나 비슷하였다. 하지만 센서 수를 고정하였을 경우, 두 방법 모두 성능은 비슷

하나 지향 방위별 성능 분산은 줄어들었다.

핵심용어: 곡면배열 소나, 빔 패턴, 빔 폭, 지향지수(Directivity Index, DI), 비선형 빔형성

ABSTRACT: The conformal array sensor has different sub-array depending on different beam steering 

directions. According to the method to effective the sensor, the performance of the conformal array sensor can be 

different, where the sub-array selects an effective sensor.  Also, due to the figure of the conformal array sensor, 

the figure of the sub-array can be different each other, which results in different performance on directivity index, 

beam width and etc. In this paper, two methods to select sub-array which is the criteria for each sensors position 

vector and directive vector were proposed. For two sub-array selection methods, the performance of the directivity 

index, horizontal and vertical beam width were compared with the average and variance. In addition, this 

comparison was conducted when the number of sensors was fixed. When the number of sensors was not fixed, the 

directional vector method mainly results in high performance, but the performance of vertical beam width was 

lower or equal. When the number of sensors was fixed, the performance of two methods is similar, but the 

performance of variance was deteri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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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함정 건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중방사소음은 급

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해상 무역 발달에 따른 해상

교통량 증가로 인해 수중배경소음이 증가하여 소나

의 탐지 거리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

하기 위해 대구경 배열 센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는 함 선형에 맞춰 센서를 

배열함으로써 배열 센서의 대구경화가 쉬우므로 선

형 곡면 배열 센서에 비해 높은 지향 지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3]

빔 형성을 위하여 곡면 배열 센서 중에서 빔 지향 

방위에 따라 유효한 센서를 선택하여 부 배열을 구한

다. 여기서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와 선형 곡면배열 

센서의 차이가 발생한다.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는 

센서 위치 벡터와 센서 빔의 지향 벡터가 다르다. 하

지만 선형 곡면 배열 센서는 앞의 두 가지 벡터가 같

다. 따라서 선형 곡면 배열에서는 부 배열을 선택할 

때 센서 개수만 고려하면 되나, 비선형 곡면 배열 센

서는 두가지 벡터에 대한 선택을 고려해야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위치 벡터를 이용한 부 배열을 선택

하는 방법과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이용한 부 배열을 

선택하는 방법의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II장에서 선형 곡면 배열 센서와 비선 형 

곡면 배열 센서의 차이에 대하여 서술 하였고, III장

에서는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빔 지향 방위별 부 

배열을 구성하는 센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

술하였다. VI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 배열을 

구성하는 센서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른 곡면 배열 

센서의 성능 비교를 하였고 V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II. 선형 곡면 배열 센서와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차이

먼저 각 단일 센서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

정한다면,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와 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향 중심과 단일 센서의 

위치에 따라 형성 되는 위치 벡터와 단일 센서 빔의 

지향성에의해 형성되는 센서 빔의 지향 벡터에 있

다. 비선형 곡면 배열은 임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

로 단일 센서의 위치 벡터와 단일 센서 빔의 지향 벡

터가 다르다. 하지만 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경우, 단

일 센서의 위치 벡터와 단일 센서 빔의 지향 벡터가 

같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곡면 배열 센서의 빔 지향 

방위에 따라 선택된 부 배열의 센서는 기준으로 사

용된 벡터에 따라 달라진다.

비선형 곡면 배열과 선형 곡면 배열의 다른 차이

는 다음과 같다. 비선형 곡면 배열은 빔 지향 방위에 

따른 부 배열의 형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Fig. 1(a)와 같이 선형 곡면 배열 센서인 구형 배열 센

서는 어떠한 방위에서 보든지 같은 형상을 가진다. 

그러므로 빔 지향 방위에 따라 부 배열의 형상이 같

다. 이에 반해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는 Fig. 1(b)와 같

이 보는 방위에 따라 다른 형상을 가진다. 따라서 빔 

지향 방위에 따라 부 배열의 형상이 다르다. 그러므

로 빔 지향 방위에 따라 부 배열과 센서 수, 유효 개구

면의 크기 등이 달라진다.[4,5] 결과적으로 빔 지향 방

위에 따라 지향지수, 빔폭 등의 성능 차이를 가지게 

(a)

(b)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Comparison of sub 

array according of beam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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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더 나아가 빔 지향 방위에 따른 성능 차이로 인

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적이 이동 

중이라고 가정 할 때, 성능이 낮은 지향 방위를 지나

가게 되면 표적이 사라졌다 다시 생성는 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탐지 안정성

이 떨어지게 된다. 

다른 차이점으로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부 배

열은 그 자체의 형상 또한 비선형적이라는 것이다. 

원통형과 구형 배열 센서의 부 배열 형상은 선형적

인 특성을 가지므로 빔 패턴, 지향 지수 등의 성능을 

구하는 여러 방법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곡면 배열 

센서는 부 배열 자체가 비선형적인 형상을 가지므로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는 선형 곡면 

배열 센서에 비해 효율적으로 센서를 배치 할 수 있

다. 함 형상에 맞춰 센서를 배치함으로써 같은 공간

에 대구경의 배열 센서를 사용할 수 있고, 선형 곡면 

배열 센서에 비해 많은 센서를 배치할 수 있으므로 

지향지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배열 센서의 설치 장

소에 따라 결정되는 음영구역과 탐지 범위에 맞춰 

센서를 배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형 배열 센서

와 비선형 배열 센서의 차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III.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빔 지향 

방위별 부 배열 센서 선택 방법

3.1 센서 위치 벡터를 기준으로한 부 배열의 

센서 선택 방법

3차원 공간에서 센서들이 Fig. 2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음향 중심을 기준으로한 센서의 

위치 좌표 는 , ,  로 이루어 졌을 때, 빔 지향 

방위의 지향 벡터 는 , ,  이다. 이때, 센서 

위치 벡터와 빔 지향 방위의 지향 벡터가 이루는 사

이 각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 (2)

  cos


 ∙
, (3)

여기서 곡면 배열 Eq. (4)를 이용하여 보다 작은 센

서를 선택한다. 는 사용한 백터와 빔 지향 벡터사

이 각의 기준이다. 선형 곡면 배열인 구형과 원통형 

배열 센서인 경우, 는 60°를 사용한다.[4]

  ≤  . (4)

3.2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한 부 배열 

센서의 선택 방법

센서 빔의 지향 벡터가 기준인 센서 선택 방법은 

부 배열에 입력되는 표적 신호의 크기를 고려한 방

법이다. 곡면 배열 센서의 각 센서들이 지향성을 가

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Fig. 3와 같이 각 센서는 다

른 지향 벡터를 갖는다. 또한, 곡면 배열 센서의 빔 지

향 방위에 표적 신호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센서

에 입사되는 표적 신호가 최대화되기 위해서 신호 

입사 방위와 센서 빔의 지향 방위차이가 최소화 되

어야 한다. 따라서 곡면 배열 센서의 빔 지향 방위와 

센서 빔의 지향방위가 최소화 되어야한다. 여기서 

Table 1.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linear 

and non-linear conformal array.

linear 

conformal 

array

non-linear 

conformal 

array

Correspondence of sensor’s 

position vector and directive vector
◯ ×

Sub array shape of linearity ◯ ×

Free sensor arrangement × ◯

Fig. 2. The conformal array model of position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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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또는 구형 곡면 배열 센서는 센서 위치 벡터

와 센서 빔의 지향 벡터가 같기 때문에 센서에 입사 

지향에 따른 신호의 감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

지만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경우, 센서 위치 벡터

와 센서 빔의 지향 벡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센서 선

택 기준에 따라서 센서에 입사되는 신호의 감쇄가 

다르다. 따라서 센서에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를 최

대화되기 위해서는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 

부 배열 센서를 선택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부 배열의 센서에 입력되는 신호의 입사각을 

고려하기 위해 빔 지향 방위의 지향 벡터와 센서 빔

의 지향 벡터 사이 각을 이용하였다. Fig. 4와 같이 각 

센서 빔의 지향 벡터 는 , , 로 구성되어 

있을 때, 센서 빔의 지향 벡터와 빔 지향 방위의 지향 

벡터가 이루는 각 는 다음과 나타 낼 수 있다.

      . (5)

  cos


 ∙
, (6)

여기서 ∙은 내적이다. 이때, Eq. (4)와 같이 보다 

작은 센서를 선택하다. 부 배열에 선택된 센서는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7)

3.3 센서 수를 고려한 부 배열의 센서 선택 방법

원통형 또는 구형인 선형 배열 센서는 빔 지향 방

위별 부 배열의 센서 수는 같다. 하지만 비선형 곡면 

배열 센서의 경우, 빔 지향방위에 따라 선택된 부 배

열의 센서 수가 달라진다. 부 배열의 센서 수가 달라

지면 지향지수가 영향을 받는다. 지향지수는 유효 

개구면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사용된 센서 수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센서 수가 급격히 차

이가 나는 부분에서 지향 지수의 차이에 의해 허위 

표적을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3.1와 3.2의 방법에서 동일한 개의 센서를 가지는 

부 배열을 고려하였다. 와 를 내림차순으로 정렬

하여 개의 센서를 선택한다. 

   . (8)

   . (9)

     ⋯ 


. (10)

     ⋯ 


. (11)

IV. 센서 선택 방법에 따른 비교 분석

센서 선택 방법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하여 지향 

지수와 빔 폭을 사용하였다.[5-8] 선형 배열 원통형 배

열은 지향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하지

만 비선형 곡면 배열의 경우, 비선형적인 형상으로 

해석적으로 지향 지수를 구하는 것에 제한이 된다. 

하지만 배열의 지향 지수는 빔 패턴 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4,8] 여기서 는 방위

각, 는 고각이다.

 log















, (12)

여기서 빔 패턴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ig. 3. The diagram of the array and sensors beam 

pattern.

Fig. 4. The conformal array model of direction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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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센서 위치 벡터를 라고 할 때, 배열의 응답 

는 Eq. (1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센서를 빔 조

향 벡터를 이며, 는 가중 벡터이다.

  
 




∙ 

∙



 




 ∙

 (13)

 max , (14)

여기서 는 단일 센서의 빔 패턴이다. 단일 센서

의 빔 패턴은 Eq. (15)을 사용하였다.[4] 를 이용하여 

센서 빔의 지향지수를 조정 할 수 있다.

  cos. (15)

빔폭은 Eq. (12)에서 빔 패턴을 사용하여 –3 dB에 

해당하는 절단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이 

절단면은 타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3 dB 빔 폭은 

여러 방향을 정의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능을 비교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수평/수직 빔 폭을 사용하였다. 

센서 선택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2가지 

곡면 배열 형상에 대하여 지향지수, 3 dB 빔 폭을 분

석하였다.[6-8] 배열 센서의 공간 제한을 가로 4 m, 세

로 4 m, 높이 3 m로 가정하였고 센서 간격은 설계 주

파수의 반 파장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평, 수직으로 

±135°, ±45°의 음역구역이 각각 존재한다고 가정하

였다. 이러한 제한된 공간과 음역 구역에 적합한 대

표적인 배열 형상인 타원형과 U자 형태의 배열 형상

을 선정하였다. Table 2 같이 타원형과 U자형 형상을 

제시된 공간 맞도록 센서를 배치 시켰다. 또한 Fig. 

5(d)에 나타내었다. 타원형과 U자형 형상을 사용한 

이유는 센서가 설치 되는 공간에 가장 타원형 배열

형상은 가로와 세로 장축 3 m, 단축 2 m을 사용하였

다. U자형 배열 형상은 지름 4 m 반구와 반구의 양 끝

점 센서를 설계 주파수의 반 파장으로 2 m까지 평행 

이동 하였다. 단일 센서 빔패턴으로 Eq. (6)을 사용하

였으며 Fig.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2.5를 사용

하였다.

각 센서 선택 방법에 따라 수평 0°와 수직 0°을 지

향하는 빔 패턴은 Fig. 7에 나타내었다. 또한 음영구

역을 제외한 지향방위에서 곡면 배열의 성능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array1에서는 지향지수 분산

과 수직 빔 폭 평균 성능을 제외한 나머지 성능은 센

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의 성능이 뛰

어났다. 그리고 array2에서는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Table 2. Array information.

Array1 Array2

Array type Ellipse U

The number of sensor 599 588

The horizontal shadow zone ±135°

The vertical shadow zone ±45°

(a) (e)

(b) (f)

(c) (g)

(d) (h)

Fig. 5. The conformal array sensor shape of ellipse 

and ‘U’ by 3d view (a), (e) front view (b), (f) side view 

(c), (g) top view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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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한 방법의 모든 성능이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Fig. 8와 같이 센서 선택 기준에 따라 부 배열의 

센서 수와 센서 형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Fig. 8는 빔

이 수평 –45°, 수직 0°을 지향 할 때 센서 위치 벡터를 

기준인 방법과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 선

택된 부 배열을 나타내었다. Fig. 8에서 센서 빔의 지

향 벡터를 기준으로 선택된 부 배열은 센서 위치 벡

터를 기준으로 선택된 부 배열보다 수평으로 더 많

은 센서들이 선택되었다. 이때 곡면 배열 센서에서 

옆면에 배치된 센서들의 센서 빔 지향 방위가 수평

으로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수평으로 유효 개구면

의 크기가 증가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이 대부분의 성능이 높

아진다. 하지만 이는 곡면 배열 센서의 형상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다.

Fig. 6. (Color available online) The beam pattern of 

sensor.

(a)

(b)

Fig. 7. (Color available online) The Beam pattern of 

array1 and array2 (at azimuth : 0° polar :0°) by (a) 
horizontal side (b) vertical side.

Table 3. Performance according to array.

Array1 Array2

position direction position direction

DI (dB)
Average 25.36 25.52 25.84 26.06

Variance 0.81 0.87 0.87 0.86

horizontal 

beam width (°)

Average 10.21 9.62 9.48 8.89

Variance 1.97 1.82 1.71 1.59

vertical 

beam width (°)

Average 10.53 10.61 10.31 10.29

Variance 1.03 0.92 0.95 0.89

(a)

(b)

Fig. 8. (Color available online) Selected sensor using 

(a) position vector (b) direction vector (at azimuth : 

-45° pola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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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 배열 센서의 형상별 센서 선택 방법 및 센서 

수에 따른 각 지표의 평균 및 분산 성능을 각각 Fig. 9

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9(a)와 (b)에서 array1과 

array2에서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

이 지향지수와 수평 3 dB 빔 폭 평균 성능이 높았다. 

하지만 Fig. 9(c)에서 수직 3 dB 빔 폭 평균 성능은 센

(a)

(b)

(c)

Fig. 9. (Color available online) The average perfor-

mance of conformal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nsor 

by (a) DI (b) horizontal beam width (c) vertical beam 

width.

(a)

(b)

(c)

Fig. 10. (Color available online) The variance perfor-

mance of conformal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nsor 

by (a) DI (b) horizontal beam width (c) vertical beam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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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치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이 높게 나타났다. 

Fig. 8와 같이 센서 빔의 지향 벡터 기준이 특정 방위

에서 더 많은 수평 센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센서를 160개를 사용할 때 보다 240개를 사용할 

때 두 방법의 수직 3dB 빔 폭 성능차이는 줄어든다. 

이는 센서 선택 수가 많아질수록 센서 빔의 지향 벡

터 기준은 수직으로 센서를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

에 두 방법의 성능 차이는 줄어든다. Fig. 10(a)와 (b)

에서 센서 위치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이 지향지수 

및 수평 3 dB 빔 폭 분산이 작다. 센서 위치 벡터를 기

준으로한 방법은 지향 방위가 변화에 따른 선택된 

센서의 변화가 적어 부 배열의 형상의 변화가 작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 된다. array1와 

array2은 빔 지향 방위가 수평 0°일 때, 구와 비슷한 형

상을 가져 두 센서 선택 방법에 의해 선택되는 센서

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지향 방위가 측면으로 이동

하면 Fig. 8와 같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센서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은 특정 각도 이상에서 

선택되는 센서들이 크게 바꿔 부 배열의 형상의 변

화가 크다. 따라서 지향지수 및 수평 3 dB 빔 폭 분산

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수직 3 dB 빔 폭은 지향 벡터 

기준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수평 3 dB 빔 폭과 반대

로 측면을 지향 하고 수직 조향이 변화 할 때, 센서 위

치 벡터를 기준이 부 배열 형상의 수직 유효 개구면 

크기가 줄어든다. 하지만 지향 벡터 기준은 수직 유

효 개구면 크기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한 

선택된 센서의 수가 많아질수록 수직센서를 많이 선

택되므로 분산이 줄어든다. Fig. 10에서 190개와 200

개의 센서를 사용할 때 각각 Table 3의 array1, array2

와 비슷한 평균 지향 지수 성능을 가진다. 이때 수평, 

수직 3 dB 빔 폭 평균 또한 비슷하다. 이는 선택된 센

서의 수가 센서 수를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만큼 충

분하기 때문이다.

센서 빔의 지향 벡터가 기준인 부 배열 센서 선택 

방법은 대부분의 성능이 높았다. 하지만 센서 위치 

벡터를 기준으로한 부 배열 센서 선택 방법은 수직 3 

dB 빔 폭에 대하여 비교적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그

러나 이러한 성능 차이는 곡면 배열 센서의 형상이

나 선택된 센서의 수에 따라 줄어들었다. 따라서 곡

면 배열 센서의 형상, 부 배열의 센서 수 또는 중요한 

성능 기준에 따라 곡면 배열 센서의 부 배열 센서 선

택 방법을 결정해야한다.

V. 결  론

곡면 배열 센서는 배열의 형상에 따라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비선형적인 특성으로 지향 

방위에 따른 부 배열의 센서를 선택하는 방법이 달

라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의 위치 벡터와 지

향 벡터를 기준으로 부 배열의 센서를 선택하였다. 

또한 두 방법은 빔 지향 방위에 따라 부 배열의 센서 

수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출력되는 신호의 에너지

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각 방법에 센서 수를 제한하

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두 가지 곡면 배열 센서의 형

상에 따라 총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지향지수, 수평 수

직 3 dB 빔 폭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

한 형상에 대하여 센서 수를 고정하지 않았을 경우,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이 DI 평균 

성능은 각 형상에서 0.16 dB, 0.22 dB 높았다. 또한 수

평 빔 폭 평균은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 한 

방법이 두 형상 모두 0.59° 적어 높은 성능을 보였다. 

수평 빔폭 분산은 각각 0.15°, 0.12° 적어 수평 지향 방

위별 성능차이가 적었다. 하지만 수직 빔 폭 평균은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 한 방법이 array1에

서 0.08° 더 크게 나타났으며, array2에서는 0.02° 작게 

나타났다. 수직 빔 폭 분산은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 한 방법이 각각 0.11°, 0.06° 작게 나타나 수

직 지향 방위에 따른 성능 차이가 적었다. 따라서 대

부분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이 곡

면 배열 센서의 형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의 성능이 뛰어났다. 또한 수직 3 dB 빔 폭 성능은 차

이가 없거나 센서 위치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의 

수직 3 dB 빔 폭 성능이 뛰어났다. 센서 수를 제한하

지 않는 방법 보다 제한하는 방법이 평균 지향지수 

성능은 비슷하지만, 성능의 분산이 줄어들었다. 따

라서 센서 빔의 지향 벡터를 기준으로한 방법이 성

능은 뛰어났지만 센서의 형상이나 제한된 센서의 수

에 따라 성능의 편차가 줄어들었다. 센서의 형상과 

수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는 발생 하더라도 지향지수

와 3 dB 빔 폭 성능의 경향은 같다. 그러므로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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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빔 성능에 따라 센서 선택 방법을 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향후 지향방위 따라 빔 형성의 성능이 

달라지는데 이를 보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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