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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gle-ring circular array antennas can be applied to direction finding systems in order to use nose-section in
other purposes, and the interferometry is a proper direction finding method to those systems. We usually make the
interferometer baseline long enough to achieve good angular accuracy. However, an interferometer with baseline
longer than a half-wavelength has the ambiguity problem.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vel method for solving the
ambiguity problem in interferometry systems. This technique is based on the amplitude comparison method and the
space division table, and it can place a target within the angular region in which the ambiguity problem does not
occur by roughly estimating direction-of-arrival. The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proposed method
can effectively remove the ambiguity problem in the system.
Key Words : Direction Finding(방향탐지), Amplitude Comparison(진폭비교), Interferometer(간섭계), Single-Ring Circular
Array Antenna(단원형배열안테나), Space Division Table(공간분할테이블)

1. 서 론
전자파를 반사 또는 방사하는 전방표적에 대한 탐
지 및 추적은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
이다. 모노펄스 기법은 전방표적에 대한 방향 탐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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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노즈부에 평면배열안테나 또는 카세그레인 안테
나 등을 배치하여 운용한다. 상기한 안테나들은 좁은
빔 폭 및 높은 안테나 이득을 위하여 탑재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제작되므로, 이러한 안테나들
이 장착되는 경우 비행체 노즈부의 활용에 큰 제약이
존재한다. 노즈부의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안테나
를 노즈부 외곽이나 비행체의 동체 측면에 배열한 단
원형배열안테나(single-ring circular array antenna)를 구
성하여 모노펄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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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안테나 수가 많다면 배치에 어려움이 존
재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배열
을 구성하는 안테나 수가 적다면 배열안테나의 빔 폭
및 안테나 부엽 준위가 증가하여 원활한 방향탐지 및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1].
이에 단원형배열안테나의 경우, 모노펄스 기법보다
는 간섭계(interferometer) 방식으로 전방표적에 대한
방향탐지 및 추적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섭계
는 간섭계를 구성하는 안테나 소자 간 이격거리가 클
수록 우수한 각도 추적 정확도를 가지나, 안테나 간
이격거리가 반 파장 이상일 경우 표적의 각도와 위상
차 간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모호성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섭계는 각도 추적
정확도와 모호성(ambiguity) 문제 간 trade-off 관계가
존재하므로[2], 우수한 각도 추적 정확도를 얻기 위해

2. 배열안테나 기반 방향탐지 기법
2.1 간섭계
간섭계는 두 개 이상의 수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표
적의 방향을 도출하는 시스템으로서, 수신 신호 간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표적의 각도를 계산한다[2]. Fig. 1
과 같이 네 개의 안테나를 배치한 배열안테나에서, 안
테나 간 위상차와 표적의 방위각   , 고각   간의
관계는 식 (1), (2)와 같다. 아래 식에서  는 U/D
안테나 간의 위상차,  는 R/L 안테나 간의 위상차
를 의미하며,  ,  는 각각 U/D, R/L 안테나 간
이격거리이다.

서는 모호성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모호성 해결을 위
해서는 동일 선상에 위치한 세 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거나[2], 진폭 비교 기법(amplitude comparison)을
사용하는 방안[3] 등이 제안되어왔다. 동일 선상에 위
치한 세 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방표적의 방
향을 탐지하는 간섭계 시스템은, 다섯 개의 안테나를
십자가 형태로 배열한 후 좌/우의 안테나와 중앙에 위
치한 안테나 수신 신호의 위상을 이용하여 표적의 방
위각을 도출하고, 상/하의 안테나와 중앙에 위치한 안
테나 수신 신호의 위상을 이용하여 표적의 고각을 도
출한다[4]. 이는 배열 중앙의 안테나를 필요로 하므로
노즈부 활용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진폭 비교 기법의 경우, 2차원 평면상에서는 진폭
비교 결과값과 표적의 각도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간섭계 모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3차원 공간상에서는 선형
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적용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2절에서 기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분할테이블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원형배열안테나 전방의 3차원 공간
에 대한 간섭계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
여 기술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간섭계 및 진폭 비
교 기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제한점에 대하여 서술
하고, 3장에서는 공간분할테이블의 개념과 이를 이용
한 모호성 해결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음으로 4
장에서는 단원형배열안테나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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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ur-element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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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간섭계를 이용하여 도출한 표적 각도의
RMS 각도 오차는 식 (3)과 같이 표현되며[5], 이로부터
주어진 SNR에서 안테나 간 이격거리가 클수록 우수
한 각도 추적 정확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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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 (1), (2)로부터 안테나 간 이격거리가 반
파장(/2) 이상일 경우, 표적의 각도와 위상차 간 일
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모호성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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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각도
추적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호성 문제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하다.
간섭계를 이용하여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서로 다른 간격을 갖도록 세 개 이상의 안테나를
배열하고 상호 위상차를 비교하는 방법[4]이 있으나,
이 방법은 배열 중앙에 위치하는 안테나로 인하여 비
행체 노즈부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2.2 진폭 비교 기법
진폭 비교 기법은 배열을 구성하는 안테나 수신 신
호 간의 진폭(amplitude) 비를 이용하여 표적의 각도를
계산한다[3]. 이를 위해서는 배열을 구성하는 안테나에
기구적 또는 전기적 방법을 통해 배열의 기준방향
(boresight) 기준으로 기움각(  )을 주어 각 안테나의 주
빔 방향에 차이를 둔다. 일반적으로 진폭 비교 기법은
간섭계 방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각도 추적 정확도
를 나타내나 모호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2차원 평면상에 일렬로 배
치된 가우시안(Gaussian) 패턴을 갖는 두 안테나 수신
신호의 진폭 비와 해당 평면상에 위치한 표적의 각도
간에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2차원
평면에서는 두 안테나 수신 신호의 진폭 비와 위상차
를 함께 이용하여 표적의 각도를 계산함으로써 간섭
계의 모호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Fig. 2).
하지만 표적이 배열 전방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할 경
우에는 상기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Fig. 3은 가
우시안 패턴을 갖는 네 개의 안테나를 Fig. 1과 같이

Fig. 2. (a) Antenna beam pattern (b) Phase
difference and amplitude ratio ( = 2,
  = 20°,     = 80°)

배열하였을 때, R/L 안테나 수신 신호의 진폭 비  ,
U/D 안테나 수신 신호의 진폭 비  를 갖는 방위각/
고각 쌍을 각각 적색과 청색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배열 전방 전반구(frontal hemisphere) 영역
의 흑색 실선은 지구의 위/경도와 유사한 형태로써,
수평방향 흑색 실선은 동일 고각, 수직방향 흑색 실선
은 동일 방위각을 갖는다. 동일한 진폭 비  를 갖는
방위각/고각 쌍(청색 실선)들에서 방위각에 따라 고각
값에 차이가 존재하는 위 결과로부터, 진폭 비교 기법
은 간섭계와는 달리 상하 안테나의 수신 신호만으로
는 표적의 고각을 특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진폭 비  를 갖는 방위각/고각 쌍(적색 실선)
결과는 표적의 방위각과 진폭 비 간 관계 역시 단순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Fig. 3. Amplitude comparison using
four-element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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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분할테이블을 이용한 방향탐지 및 추적
3.1 공간분할의 목적
단원형배열안테나를 적용한 방향탐지 시스템의 정
밀한 각도 추적을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각도 추적
정확도가 필요하므로, 단원형배열안테나를 적용한 방
향탐지 시스템은 간섭계 방식으로 표적의 방향탐지
및 추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위의 2장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간섭계의 우수한 각도 추적
정확도 성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호성 문제를 해
결해야만 한다.

생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향탐지 및 추적 알고리즘
은 Fig. 4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이후의 절에서 기
술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진폭 비와 공간분
할테이블을 이용하여 간섭계 모호성이 존재하지 않는
배열 기준방향 영역으로 표적을 위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Fig. 4의 점선 내부에 해당한다.
3.2 공간분할격자
Fig. 5와 같이 배열 전방의 3차원 공간상에 배열의
기준방향과   ( = 1, ...,  )의 각을 갖는 점들을
연결한 원뿔  을 생성한다.  내부의 영역을 첫
번째 분할 레벨,  과    사이의 영역을 m 번째
분할 레벨이라 하고, 각 레벨의 크기  을 식 (4)와
같이 정의한다.
   
           ≥ 

(4)

Fig. 4. Direction finding and tracking algorithm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진폭 비교 기법과 공간분할테
이블[6]을 이용하여 배열 전방 3차원 공간상에서 간섭
계 모호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열 전방 3차원 공간상에서는 표적의 방위각/고
각과 진폭 비 사이에 단순한 선형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배열 전방의 공간을 여러 개
의 영역으로 분할한 후 진폭 비를 이용하여 어느 영
역에 표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
다. 표적이 존재하는 영역을 찾고 해당 영역 방향으로
방향탐지 시스템을 탑재한 비행체를 지향하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배열 기준방향 부근 영역으
로 표적을 위치시킬 수 있으며, 이는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여 간섭계 방식으로 표적의 방향탐지 및 추적
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Fig. 2와 같은 경
우, 배열 기준방향(0°)을 중심으로 ±14.4° 이내에 표적
이 위치하게 하면 간섭계 적용 시 모호성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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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ace division procedure
이 때, 첫 번째 분할 레벨의 크기  는 배열 기준방
향 영역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간섭계 모호성이 발생
하지 않는 각도 범위(±   )를 참고하여 정해야한다.
배열 기준방향을 중심으로 ±   이내에서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0.8  정도로 설정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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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기한 반복적인 표적 존재 영역 탐색 및 비행체
지향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할 레벨 m
이 증가할수록 분할 레벨의 크기  을 점차 증가시킴

3.3 공간분할테이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Fig. 6에는 네 개의 안테나를
배열하여 두 개의 진폭 비교 축(R/L축, U/D축)만을 나

으로써 배열 기준방향에서 멀어질수록 분할 영역의

타내었으나, 방향탐지 성능 향상을 위해 안테나를 추
가하여 진폭 비교 축의 수(K)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때, 분할영역의 수는 진폭 비교 축의 개수와는 관계없

크기가 커지도록 한다. 이 때, 생성된 분할영역의 형
태가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의 증가폭을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배열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반지름 1의 구를 가
정하고, 그 구와 원뿔  이 교차하는 원을   이라
한다. 원   은   sin   의 둘레를 가지며, 이를 N
등분 하는 점들이 공간분할격자 구성을 위한 꼭짓점
들이 된다. 이 때, 원 위의 점 사이의 간격을 분할 레
벨의 크기와 비교하여 아래의 식 (5)를 만족하는 경
우, 원을 2N 등분하여 꼭짓점들을 생성함으로써 분할
영역 간의 크기 편차를 줄이도록 한다.
  sin  
  



(5)

이 상기한  ,  의 값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Fig. 7은
RU/LD축과 LU/RD축이 추가되어 네 개의 진폭 비교
축을 갖는 경우를 나타낸다.
표적 신호의 특성 벡터 
와 번째 분할 영역의 특

 는 각각 식 (6)과 (7)로 정의한다.
성 벡터 

       ⋯   

(6)


       ⋯   

(7)

여기서,  는 표적 신호에 의한 번째 진폭 비교 축
의 dB 단위 진폭 비를 의미한다.  는 번째 분할 영

상기한 변수들을 조절함으로써 임의의 공간분할격자
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상기한 변수들을

역에 대한 번째 진폭 비교 축의 dB 단위 진폭 비를
의미하며,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3.1 ~ 3.3.3절에

 = 8,  = 8,  = 6°,  = 12°,  = 20°,

기술한다.

  = 30°,   = 42°,   = 56°,   = 72°,
  = 90°로 설정하여 Fig. 6과 같은 공간분할격자를
구성하였다.

와 분할 영역의 특성 벡
표적 신호의 특성 벡터 
 가 유사할수록 표적이 해당 분할 영역 내에 존
터 

재할 확률이 높으므로, 식 (8)을 이용하여 두 벡터 
 간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분할 영역 내에 표적
와 
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최소한 실제 표적이
존재하는 분할영역에 인접한 분할영역 내에는 표적이
위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min ∥

(8)

표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할 영역을 결정
 방향에 표적이
하면, 해당 분할 영역의 방향 벡터 


 방향으로 지향한
위치한다고 추정하고 비행체를 
 는 분할 영역을 구성하
다. 분할 영역의 방향 벡터 

Fig. 6. Space division grids ( = 8,  = 8)

는 꼭짓점의 방향 벡터들의 벡터 합으로 계산하며, 
번째 분할 영역이     ⋯   의 꼭짓점으로 구성
는 식 (9)와 같다.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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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간에는 분할 영
실제 표적의 방향과 추정 방향 
역의 크기에 비례하는 오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배열
기준방향과 가까울수록 분할 영역의 크기가 작아지므
로, 반복적으로 상기한 분할 영역 탐색 및 비행체 지
향 과정을 수행하면 점차 배열 기준방향 부근으로 표
적이 이동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배열 기준방향 영
역 내에 표적이 위치하게 된다.
실제 방향탐지 시스템 적용 시에는, 공간분할격자
구성 후 각 분할영역의 방향벡터를 구하고 단원형배
열안테나 제작 후 측정을 통해 각 분할영역의 특성
벡터를 구하여 아래 Table 1과 같은 공간분할테이블을
생성한다. 생성된 공간분할테이블을 사전에 방향탐지
시스템에 장입한 후 실제 운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표적에 대한 방향탐지 및 추적을 수행하게 된다.

3.3.2 일반 영역
공간분할격자로 분할되는 대부분의 영역은 네 개의
꼭짓점으로 구성된 일반 영역이다. 일반영역의 경우,
영역을 구성하는 네 꼭짓점에서의 진폭 비를 이용하
를 계산한다.
여 분할 영역의 특성 벡터 


 방향에 존재할 때 번째 진폭 비교 축의
표적이 
dB 단위 진폭 비를  ( = 1, ...,  )라 하고, 번째
분할 영역을 구성하는 네 꼭지점을  , , ,  라
하면, 상기한 식 (7)의  는 아래의 식 (11)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Fig. 6과 같이 두 개의 진폭 비교 축(R/L
축, U/D축)이 존재하는 경우, 첫 번째 진폭 비교 축을
R/L축, 두 번째 진폭 비교 축을 U/D축이라 하면, P75‒
 는
P ‒P ‒P 로 구성되는 일반 영역의 특성 벡터 
76

Table 1. Space division table ( = 8,  = 8 case)
분할영역

방향 벡터

특성 벡터

1






    

2





    

⋮

⋮

⋮

89









  




(11)

91

92



               





와 같다.

  

분할 영역은 영역을 구성하는 꼭짓점의 수,  에 따
라 배열 기준방향 영역(  =  ), 일반 영역(  = 4),
재분할 발생 영역(  = 5)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계산 방법은
으며, 각 영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3.3.3 재분할 발생 영역
상기한 바와 같이 식 (5)를 만족하는 경우, 공간분
할격자 구성을 위한 꼭짓점 생성 방법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Fig. 6의 25번 영역과 같이 다섯 개의 꼭짓점
으로 구성되는 분할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다
섯 개 꼭짓점의 진폭 비를 모두 이용하여 특성 벡터
를 계산하면 배열 기준방향과 먼 쪽으로 특성 벡터에
치우침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영역 외곽의 네 개 꼭
짓점만을 이용하여 특성 벡터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Fig. 6의 경우, P17‒P24‒P25‒P39‒P40로 구성되는 재분할
 는 아래와 같다.
발생 영역의 특성 벡터 


아래에 기술한다.
3.3.1 배열 기준방향 영역
배열 기준방향 영역은 공간분할테이블의 1번 분할
영역으로서, 이 영역 내에 표적이 위치할 경우 간섭계
모호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열 기준방향에서는
진폭 비교 축에 관계없이 0 dB의 진폭 비 값을 가지
므로, 상기한 식 (7)의  은 다음과 같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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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향탐지 및 추적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변수 설정
상기한 공간분할테이블을 이용한 방향탐지 및 추적
알고리즘에 대하여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원형배열안테나와 공간분할테이블을 이용한 방향탐지 및 추적

성능을 확인하였다. 배열 기준방향 ±75° 범위에 표적
의 초기 방향을 random하게 설정하고, 신호 대 잡음비
(SNR)는 5 ~ 30 dB로 하였다. 진폭 비교 축의 수 K
는 2, 4의 두 가지로 하였으며, 진폭 비교 축이 2개인
경우 R/L축과 U/D축, 4개인 경우는 이에 더하여 대각
선 방향으로 RU/LD축과 LU/RD축을 추가로 설정하였
다. 배열을 구성하는 안테나 소자의 방사 패턴은 80°
및 100° 3 dB 빔 폭(  )의 가우시안 패턴을 가정하
였으며, 진폭 비교 적용을 위한 안테나 기움각(  )은
15° 및 20°로 두었다. 또한 안테나 간 이격거리 는
0.24 m 및 0.48 m로 두었다. 각 경우에 대하여 2,000
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표적이 배열 기준방향
영역(1번 분할영역) 내로 위치하기까지 필요한 횟수를
구하였다.
Fig. 7. Simulation example

4.2 시뮬레이션 결과
아래의 Fig. 7은 SNR 30 dB, 진폭 비교 축 4개, 안

Table 2. Number of iterations

테나 소자의 3 dB 빔 폭과 기움각이 각각 80° 및 20°
인 경우에 대하여, 표적의 초기 방향이 방위각 40°,
고각 50°일 때의 방향탐지 및 추적 과정을 나타낸다.
초기 표적의 방향은 Fig. 7의 청색 원으로 표시하였다.
표적으로부터의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한 식 (8)
에 따라 표적이 60번 분할영역에 위치함을 계산하여
  방향으로 지향하면 표적은 Fig. 7의 적
비행체를 

(  = 80°,   = 15°,  = 0.24 m)
SNR [dB]

5

10

15

20

25

30

2

6.31

3.29

2.24

1.89

1.70

1.65

4

4.77

2.74

2.02

1.77

1.65

1.62

K



색 원 방향에 위치하게 된다.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표적이 5번 분할영역에 위치함을 계산하고 비행체를

 방향으로 지향하면 표적은 배열 기준방향 영역

Table 3. Number of iterations
(  = 80°,   = 20°,  = 0.24 m)



내에 위치한다(Fig. 7의 자색 원). 이 경우 배열 기준
방향 영역 내로 표적을 위치시키는데 2회 반복이 필
요하다고 계산한다.
Table 2 ~ 9는 진폭 비교 축의 수(K) 및 SNR에 따

SNR [dB]

른 반복 횟수를 비교하고 있다. 표로부터 SNR이 높을
수록 반복 횟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표적
이 존재하는 분할 영역을 결정할 때 표적으로부터의
수신 신호의 세기가 잡음에 비하여 강할수록 표적이
존재하는 분할 영역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한 SNR을 갖는 경우 진폭 비
교 축의 수를 증가시켜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단원형배열안테나를 적용한 방향탐
지 시스템 운용 시,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SNR이 낮
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진폭 비교 축의 수를 증가
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10

15

20

25

30

2

4.97

2.95

2.15

1.84

1.68

1.63

4

3.71

2.44

1.97

1.75

1.65

1.61

K

Table 4. Number of iterations
(  = 100°,   = 15°,  = 0.24 m)
SNR [dB]

5

10

15

20

25

30

2

9.08

3.88

2.32

1.82

1.68

1.60

4

5.36

2.79

1.98

1.73

1.63

1.6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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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 of iterations
(  = 100°,   = 20°,  = 0.24 m)
SNR [dB]

5. 결 론

5

10

15

20

25

30

2

6.44

3.06

2.15

1.76

1.66

1.62

4

3.88

2.37

1.89

1.68

1.60

1.57

K

이 논문에서는 단원형배열안테나에서 배열 전방의
3차원 공간에 대한 간섭계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분할테이블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
한 표적의 방향탐지 및 추적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또한 다양한 경우에 대한 Monte Carlo 시뮬레이션
[7]

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동작함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표

Table 6. Number of iterations
(  = 80°,   = 15°,  = 0.48 m)
SNR [dB]

5

10

15

20

25

30

2

4.95

2.85

2.13

1.82

1.69

1.62

4

3.72

2.35

1.93

1.76

1.66

1.60

K

적 방향탐지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시 비행체 노즈부
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간
분할테이블 생성 시 필요한 사전 측정의 횟수 및 방
향탐지 시스템에 공간분할테이블을 장입하는데 소요
되는 메모리는 분할 영역의 수와 비례하며, 제안한 알
고리즘의 효율은 공간 분할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
므로, 향후 최적의 공간 분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Number of iterations
(  = 80°,   = 20°,  = 0.48 m)
SNR [dB]

5

10

15

20

25

30

References

2

4.99

2.94

2.09

1.82

1.6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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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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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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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umber of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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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dB]

5

10

15

20

25

30

2

9.48

3.84

2.36

1.86

1.66

1.62

4

5.47

2.82

1.96

1.73

1.62

1.6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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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20°,  = 0.48 m)
5

10

15

20

25

30

2

6.28

3.02

2.08

1.76

1.63

1.60

4

4.02

2.37

1.86

1.68

1.63

1.59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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