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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콘볼루션을 이용하여 원통형 구조에서 진동체 사이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를 계산하였다. 본 계산 방식은 평면 배열을 

공간 콘볼루션에 의해 원통 구조로 변환하고 이에 대한 상호 방사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형태의 원통형 

배플을 고려하지는 못하지만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콘볼루션 방식에 의한 

계산 결과를 기존의 4중 적분 방식에 의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계산 방식에 대한 오차를 분석하였고, 또한 배열 구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평면 배열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앞의 두 기지 형태의 비교를 통하여 본 계산 방식에 

대한 오차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구간에서는 공간 콘볼루션에 의한 원통 구조라 할 지라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원통형 배열, 공간 콘볼루션, 방사 임피던스, 수치 계산.

투고분야: 초음파 및 탄성파 분야 (4.3)The mutual radiation impaiance was calculated using the spatial convolution in the cylindrical structure. The Cartesian coordinate was transformed, into the cylindrical coordinate using the spatial convolution for th.e cylindrical array structure. This method cannot consider the cylindrical baffle, but can reduce the computation time. The error for not considering the cylindrical baffle was analyzed by the comparison of the spatial convolution method with the quadruple integration method in the cylindrical structure. The mutual radiation resistance in the cylindrical structure was compared with the one in the planar baffle. Based on two kinds of the comparison, we presented the error of the suggesting method in this paper, confirming that the spatial convolution method could be applied to compute the mutual radiation impedance in the cylindrical structure at certain conditions.
Keywords： Cylindrical array, Spatial convolution, Radiation impedance, Numerical calcxilation
ASK subject classification： Ultrasonic and Elastic Waves (4.3)

L 서론

음향 센서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 음향 방사 특성은 

기본적 인 요소이고, 이러한 특성은 음향 방사 임피던스 

계산에 의해 해석된다 [1], 단일 진동체의 방사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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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연구를 통해 센서의 방사 임피던스를 정획히 예측하 

여야 하고 진동체들을 배열할 때 발생하는 센서 상호 간 

의 간섭 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2-4], 센서 진동 

체의 방사 임피던스는 매질과 진동수, 방사면의 크기와 

모양, 배플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진동체 사이의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의 설계, 제작 및 조립 과 

정에 영향을 미친다 ⑸. 그러므로 방사 임피던스의 정획- 

한 계산과 해석이 필요하다. 더구나 곡면 배플에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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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 음원의 방사 임피던스의 경우 계산식이 복잡하여 

방대한 계산시간이 요구되고, 계산시간을 줄일 경우 오 

차를 크게 할 수 있어서 센서 설계/제작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곡면 배열 음향센서에서는 평면 배열과 

달리 배플과 진동체가 곡면이기 때문에 방사 임피던스 

계산 시에 좌표계의 설정이 복잡하여 해석과 계산이 어렵 

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산 시간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렴성이 좋은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원통형 배열 구조는 선체 고정형 소나 (Hull Mounted 

Sonar)와 같은 형태로서 수중에서 널리 이용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잠수정의 외형을 고려한 음향 센 

서 설계 등의 이유로 인해 원통 배열 구조에서의 방사 

임피던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6-7], 이러 

한 원통형 배열 센서에서 진동체의 자기 방사 임피던스와 

배열 구조에 따른 상호 방사 임피던스 계산을 위해서는 

적분식의 풀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에 보고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 

열 센서에서의 방사 임피던스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프리처 

드 접근법 (Modal Pritchard Approximation) 에 의한 상 

호 방사 임피던스 계산은 주파수, 진동체 크기 그리고 진 

동체 사이의 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 

고 [8-9], 크로스 모델 커플링 (Cross-model coupling) 

을 통해 4중 적분을 여러 개의 2중 적분으로 나누는 방식 

으로 계산 시간을 단축하였지만 평면 배열 구조에만 적용 

되었다 [10], 또한 단일 장방형 구경 (Single rectangular 

aperture) 에서의 방사 임피던스의 수치 계산을 간소화하 

기도 하였고 [11], 평면 배열 상에서 공간 콘볼루션 

(Spatial convolution)을 이용하여 방사 임피던스 계산 

시간을 단축한 사례도 있다 [12]. 이렇듯 여러 가지의 방 

사 임피던스 계산 방식이 연구되고 있지만 원통형 배열 

구조에서 방사 임피던스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방사 임피던스 수치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간 콘볼루션을 이용하여 원통 

형 배 열 센서의 방사 임 피던스 특성을 모의하였다. 이 러 

한 방식은 이미 평면 배열의 경우에 사용된 바 있으며 

[12], 이를 응용하여 좌표변환을 통해 평면 배열을 원통 

배열 구조로 모의한 후 상호 방사 임피던스를 계산하였 

다. 공간 콘볼루션을 이용한 계산 결과를 기존의 4중 적 

분 방식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원통 배열과 평 

면 배열에서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를 비교함으로써 두 

배열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산 방식의 효율성과 한계를 제시 

하고자 한다.

II. 이론 및 수치 게산 방법

무한 평면 배플 상에서 놓인 두 사각 진동체를 공간 

콘볼루션을 이용한 좌표 변환을 통해 원통 좌표계에 두고 

상호 방사 임피던스를 계산하였으며, 다음에 자세한 내 

용을 나타내었다.

2.1. 좌표 변환과 공간 콘볼루션 (Spatial convolu- 

tion)을 이용한 상호 방사 임피던스 계산

무한 평면 배열 (z-Z 평면) 상에서, 단위 속도로 진동 

하는 임의의 극소 사각 진동체 (任)의 진동이 다른 극소 

진동체 (&)에 작용하는 상호 방사 임피던스 (&2)는 식 

⑴과 같다 [12].

„ jpck ( r e^jtr= L £,二T&d% ⑴

여기서 Pc는 음향 특성 임피던스, k는 파수, 由와 

也2는 각기 다른 두 진동체의 미소 면적이고,「은 也와 

成2 지점 사이의 거리이다. 위의 평면 배열을 그림 1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진동체들의 원통 배열로 변환하

그림 1 . 두 진동체의 배열에 대한 원통 좌표와 직교 좌표와의 관계 

Fig. 1. Relation between the cylindric기 and Cartesian 
coordinate with respect to the array of two pis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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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직교좌표（X, y, z）를 원통형 좌표 ㈤ Q, z）로 

변환하면 식 ⑵와 같다.

2牛 =1쯔 ^ r/2《2 貯完竺d（）idz俱dZa
新 丄如丄敏/2顷2 X«/2 a R長 E E （2）

여'） 서 義12= j R《（板 - 们c + #2 — *1）2+ （莒&： — Z 比 + 有）'2 , 

a는 z-방향으로 진동체의 길이, 從는 한 진동체가 원호 

상에서 중심축伝축）과 이루는 각도이고, 氐는 원통의 반 

지름 과 赢는 z축을 중심으로 각각 丨 이과 丨 이만 

큼 회전된 $축（勺고} %）, g축 s과 曲의 조합에 의한 

각각의。축,。과 伊는 거 리가 晶2인 두 지점의 각각의 

8축 （卷와 靂）과 그 점 사이의 각도이다.

식 ⑵에서 그린함수 （Green function）는 디렉델타 

함수 ①irac delta function）0]]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q- jkR、2 -yfo-
3—= 匸匚。（"나旦-Q））$（V-（Z2-弓））―厂血加 ⑶

여기서 r= /础矽3j「島尸 + （如。—气 + 疔 이 

고, 식 ⑶을 식 ⑵에 대입하여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禹 =쓰薰 L ・L細,v）f厂疵

质 ， （4）
阳 v）= ££ EK 和 （& M）） 하'Ta -zj） 側汹她

여기서 S （u, ⑦를 但과 幻에 대해 적분하고 공간 콘볼 

루션을 적용하면 식 ⑸와 같고, 이를 다시 클로즈드 폼 

（closed-form）을 사용하면 식 ⑹와 같이 표현되며, 결과 

적으로 식 ⑴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를 식 ⑺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S（"W）= ■仁f：財0，財（如快"

（ fl, -0/2<u + 02<0/2}
眼"）= ]o, otherwise

、卩，-a/2<v+z2<a/2
〔似切=[（）,。心突 j ⑸

S（",v） = （O-|"|）（a 니v|） ⑹

乙2=鴛壶匚 E：（시科）（咛时）牛" ⑺

식 ⑺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깉은 형태의 평면 배플에 

있는 원통형 배열 구조에서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를 계산 

하였다. 원통의 높이와 반지름（R）이 각각 1 m이고, 높이 

를 0.01 m 간격, 원호를 1° （=0.0175 m） 간격으로 원통 

배열 구조를 모의한 후, 기준 진동체 （ ・ 표시）를 제외한 

원호 위에 놓여진 진동체들이 기준 진동체에 작용하는 

상호 방사 임피던스를 계산하였다. 이는 기준 진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곡면 배열 구조로 간주된다.

2.2. 상호 방사 임피던스 계산 비교

식 ⑺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어온 4중 적분에 의한 계산 결과 [6-기와 비교하 

였다. 임의의 원통 크기를 정하고 평면 배열에서의 상 

호 방사 임피던스와의 비교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계산 방식에 대한 제한 요소를 분석하였다. 원통 

배열과 평면 배열에서 각각 상호 방사 저항을 계산한 

후에 다음의 식 ⑻을 이용하여 오치율 （MRRdiffiawe）을 

계산하였다.

.. MRR顼"血-MR!%.囈
i-有顽藏崩 ⑻

여기서 MRR酒囈와 MR国蛔은 각각 원통 배열과 평면 

배열에서의 상호 방사 저항이다.

그림 2. 원통 배열 구조

Fig. 2. Cylindrical array 아「니ctMfe



4 한국음향학회지 제29권 저11호 (2010)

山. 수치게산 결과 및 토의

3.1. 공간 콘볼루션(Spatial convolution) 방식 

에 의한 상호 방사 임피던스

kR이 1, 5, 20, 40일 때 (k는 파수, 時 원통 반지름), 

기준 진동체 (그림 2의 - 표시)를 중심으로 곡면 배열을 

이루는 다른 진동체에서의 정규화된 상호 방사 임피던스 

를 실수부 (저항, Resistance, 그림 3(a)), 허수부 (리액턴 

스, Reactance, 그림 3(b)), 절대값 (임피던스, Impedance, 

그림 3(c)) 별로 계산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저항의 경우 蜡이 5일 때 0이 되는 지점은 36° (원호 

길이 62.8 cm)이고 반파장은 63 cm이다. 이는 각 진동체 

의 원호 길이가 1.75 cm이기 때문에 수치 계산에 있어서 

무한 극소 진동체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에서 발생하 

는 오차라고 여겨진다. kR이 20일 때 0이 되는 지점이 

9°, 18°, 27°, 36°, 45°이고, kR이 40일 때 0이 되는 지점 

이 4.5°, 9。, 13.5°, 18°, 22.5°, 27°, 31.5°, 36°, 40.5。이 

다. 이는 각각의 蜡에 대하여 반 파장 (入/2)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Normarlized mutual radiation impedance

이유에 의해서 정확한 반파장의 길이와 일치하지는 않는 

다. 리액턴스의 경우 (그림 3(b)), 저항이 0이 되는 위치에 

서 극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리액턴스가。이 되는 위 

치에서 저항은 극값을 나타낸다. 이는 리액턴스가。이 

될 때 공진 주파수가 되어 저항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뜻 

한다.

3.2. 4중 적분 방식과의 비교

공간 콘볼루션에 의한 계산 값을 4중 적분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에 의한 겨】산 값 [6-기과 비교하였다 그림 4). 

초기 조건은 kRa = 36, kzoi = -fcoj = kR&oi = 風＜坛 

= 勿72이다. 여기서 k는 파수, 用는 원통의 반지름, 匆, 

勾는 진동체의 z축 방향 길이의 반, 死 爲는 각 진동체 

의 원호의 반각으로 5°이다. 그림 4에서 가로축은 두 진동 

체 사이의 거 리를 파장.。-루 나눈 값 (Separation in wave 

lengths, g)으로 정의되고, 이 값은 위의 조건 하에서 최 

소값이 0.5이다. 공간 콘볼루션에 의한 결과가 기존의 4 

중 적분에 의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림 4 - 

Case 1). 한편, 가로축에서 0.5 이하의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초기 조건을 Azoi = Zzoj = kR&知 = kR㈣ = Jt 

/200으로 하였다. 이는 진동체의 크기를 파장에 비해 매 

우 작게 하여 파장에 대한 두 진동체 사이의 거리를 최소 

화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그림 4에서와 같이 가로축이 

약 0.7까지 가면서 차이가 커지다가 그 후 다시 점차 줄어 

들면서 0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차이가 커졌 

다가 작아지는 것을 반복한다. 초기 조건이 달라짐에 따 

라 결과값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파장에 대한 두 진동체 

0 10 20 30 40

I—I― I —kR = 1, X = 628 cm 
™~"kR = 5, 尢 그 126 cm 
----------- 20, % = 31 cm 
-----kR - 4Q x = 16 cmI

i i

8
드
 P

®

읕
-
 (
으

A기m타th angle [deg]

그림 3. 원통 배열 구조에서 원호 각도에 따라 기준 진동체에 작 

용하는 정규화된 상호 방사 임피던스; 저항(a), 리액턴스 

(b), 임피던스(c), kR더, 5, 20, 40
Fig. 3. Normalized mutu기-「adiation impedance as a 

function of the a기muth angle； resistance.
(a), reactance (b), impedance (c), kR=1, 5, 20, 40

그림 4. 공간 콘볼루션 방식에 의한 계산 결과 비교

Case 1： Azoi = Azoi = 煽伽 그 伉夠 = •渺2,
Case 2： Azoi = AzOj = kR^ - kR网 =〃200

Fig. 4. The comparison between the spatial convolution 
method and reference.
Case 1： AzOi = Azoj =區也bi =馄夠=刁2, 
Case 2： AzOj = AzOj = kR&<Z心=馄知=，渺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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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거리가 근접할수록 (가로축이 o에 가까울수록) 기 

존의 4중 적분 (그림 4-점선과 공간 콘볼루션 (그림 4- 

실선) 결과값의 차⑴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산 시간의 경우，공간 콘볼루션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약 60초의 시간이 소요된 반면, 4중 적분 

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은 약 1000배 이상의 시간이 소 

요된다 [12],

수식 ⑴은 무한 평면 배플에 고정된 진동체의 상호 방 

사 임피던스이고, 배플이 없는 경우는 반사 효과가 고려 

되지 않아서 배플이 있는 경우의 1/2의 값을 갖는다. 반 

면, 원통 혹은 구형 배플이 있을 경우는 평면 배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중간 정도의 반사효과로 인해 음압의 

표현 (수식 ⑴의 피적분 함수)이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6]. 그렇기 때문에 적분 방법만을 변화시켜 평면 배플을 

원통형 배플로 변환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러 

한 현상은 그림 4의 case 2 (실선)와 4중 적분 그림을 비교 

해 보면 나타난다. 가로축이 점점 커짐에 따라 두 경우의 

상호 방사 저항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즉 원통 배열에서 

두 진동체 사이의 각도가 커질수록 (두 진동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간 콘볼루션을 이용한 계산 결과의 차이 

가 커지고 있다 이는 평면 배열에서의 음압식을 적분 방 

식만을 변화시켜서 원통형 배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오차리고 여겨진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파 

장과 진동체의 크기 그리고 진동체 사이의 각도에 대한 

한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3.3. 평면 배열과의 비교

kR이 30일 때, ka에 따른 원통 구조와 평면 배열에서의 

상호 방사 저항을 계산하였다. ka=l, 5, 10일 때, 각각에 

대한 상호 방사 저항을 그림 5의 (a), (b), (c)에 나타냈다. 

원통 구조에서 상호 방사 저항이 0으로 수렴하면서 변동 

하는 주기는 평면 배열에서의 경우보다 짧다. 이는 평면 

배열에서 두 진동체 사이의 거리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원통 구조에서는 좌표 변환에 의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두 진동체 사이 거리의 증가율이 감소하 

기 때문에 상호 방사 저항의 변동 주기가 짧아진다. 이러 

한 현상은 ka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일한 kR에서 ka가 증가하면 파장에 대한 진동체 

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상호 방사 저항의 크기는 커지 

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원통형 구조에서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는 공간 콘볼루션을 이용한 좌표 변환에 의한

배열 변화이기 때문에 4중 적분 방식을 이용한 원통 배열 

에서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와는 차이가 있다. 즉, 평면 

배열을 원통 구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제한 요소로는 kR과 ka이고,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ka가 1, 5, 10일 때, 각각의 kR에 따른 

상호 방사 저항을 계산하였다 (그림 6, 7, 8). 먼저, ka가 

1일 때, kR이 1부터 40까지 변함에 따른 원통 구조와 평면 

배열에서의 상호 방사 저항은 각각 그림 6 (a)와 (b)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면 배열에서는 반지름 (R)이 독립적이 

기 때문에 kR에 따른 상호 반사 저항의 변화는 없다. 하지 

만 원통 구조는 반지름의 영향으로 인해 蛇에 따른 변화 

가 있다 두 결과의 차이를 그림 6 ©에 도시하였다. 흑색 

으로 도시된 부분은 수식 ⑻을 이용하여 평면 배열에서 

의 결과를 기준으로 두 결과의 차이가 5% 이내의 구간이 

다. 이 조건 하에서는 공간 콘볼루션을 이용하여 좌표 변 

환에 의한 원통 구조에서 상호 방사 저항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구간은 她가 커짐에 따라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c), 7 (c), 8 (c)). 이는 ka가 증가하면서 

원통 구조에서 파장에 대한 진동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평면 배열에서의 진동체와의 차이가 점점 커지 

기 때문이다. 그림 6 (b), 7 (b), 8 (b)에서 보듯이, ka가 

다르더라도, 평면 배열에서는 반지름에 대한 제한이 없

0.15•

uo-°ipB

』

°5%

kR » 30 , ka ® 1

5
 
1

•1a
 

O

0 2 4 6 8 10 12
Separation in wave lengths (g)

그림 5. kR=3G일 때, 평면 배플과 원통형 구조에서의 상호 방사 

저항; (a) ka =1, (b) ka =5, (c) ka 듸 0
Fig. 5. Mut나있 radiation resistance both in the cylindrical 

st「니어订矿e and in th은 planar baffle at kR=30; (a) ka 
=1, (b) ka 그5, (c) k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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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in wave lengths (g)

그림 6. ka거일 때, kR에 따른 상호 방사 저항의 변화 (a)원통형 

구조, (b)평면 배플, (0두 경우에서 상호 방사저항의 차이 

- 평면 배플을 기준으로 오차율이 0.05 (5 %) 이하인 경 

우(흑)와 이상인 경우백)

Fig. 6. Variation of the mutual radiation resistance depen
ding on kR at ka더; (a)Cylindrical stn」거uie 
(b)Ranar baffle, (c)Difference between two methods- 
lower part(black) than 0.05 (5 %) of the error rate 
and higher pa「t(whi拍).

그림 7. k貯5일 때, kR에 따른 상호 방사 저항의 변화 (a) 원통형 

구조, (b) 평면 배플, fc) 두 경우에서 상호 방사 저항의 

차이- 평면 배플을 기준으로 오차율이 0.05 (5 %) 이하 

인 경우 (흑와 이상인 경우 (백)

Fig. 7. Variation of the mutual radiation resistance depen
ding on kR at ka=5; (a) Cylindrical struct나(b) 
Plmar baffle, (c) Difference bet的이！ two methods- 
lower part (b成k).than 0.05 (5 %) 아 the 아「ate 
and higher part (white).

그림 8. ka긔。일 때, kR에 따른 상호 방사 저항의 변화 (a) 원통 

형 구조, (b) 평면 배플, (c) 두 경우에서 상호 방사 저항의 

차이- 평면 배플을 기준으로 오차율이 0.05 (5 %) 이하 

인 경우 (혹)와 이상인 경우 벼绯
Fig. 8. Variation of the mutual radiation resistance depen

ding on kR at ka=10; (a) Cylindrical 엾ruct니e (b) 
Planar baffle, (c) Difference between two rethcxls- 
lower part (black) than 0.05 (5 %) of the error rate 

and high양！' part (white).

기 때문에 각각의 k&에서는 상호 방사 저항 값이 kR에 

따른 변화가 없다. 반면, 원통 구조에서는 kR과 也가 상 

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의의 ka에서 상호 방사 저항 

의 kR에 따른 변화가 보이고, 그 변화의 정도는 ka가 달 

라짐에 따라 또한 차이가 난다(그림 6 (a), 7 (a), 8 (a)). 

이러한 차이에 의해 ka가 증가함에 따라 원통 구조에서의 

상호 방사 저항과 평면 배열에서의 상호 방사 저항의 차 

이가 커지고 그 차이의 비율이 5 % 이하인 구간이 감소하 

게 된다 (그림 6 (c), 7 (c), 8 (c)).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평면 배열 상의 원통구조에서의 상호방사 임피던스 

를 공간 곤볼루션을 이용하여 계산할 때, ka=l이하이며 

q 값에 따른 kR 값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5 % 이내의 

오차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ka 값이 줄어들수록 

더 적은 오차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3.4. 원통 구조에서의 방사 임피던스

이상에서 살펴본 원통 구조에서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 

수치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원통 구조에 놓여 있는 진동체 

들의 방사 임피던스를 계산하였다. kR이 贸이고 ka가 1일 

때, 그림 6 (©에 의해 q 값은 4까지 제한된다. 즉,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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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림 9, 10의 원통 구조에서 방사 임피던스 수치 계산에 사용된 입력 변수 q는 두 진동체 사이의 거리를 파장으로 나눈 값 日은 

원통의 반지름, H는 원통의 높이 a는 진동체 한 변의 길이

Table I. Input parameters for the numerical calc니ation of the radiation impedance in the cylindrical structure as shown in the 
figure 9 게id 10. q is the separation in the wave lengths, R is the radius of the cylinder, H is the height of the cylinderand 
a is the length of one side of the piston.

kR ka Q R Im] H [m] a [m]

Figure 9 30 1 4 2 2 0.067

Figure 10 40 1 4 2 2 0.05

Mutua radiation resistance

0 5 W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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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표 1 에서 kR=30일 때, 원통 구조에서 진동 시 각 진동체에서의 방사 임피던스 저항(a), (b), 리액턴스(c), (d), 임피던스(e), (f) 
Fig. 9. At kR=30 in the table I, the radiation impedance at each element when the cylindrically-arrayed sensor vibrates;

resistance (a), (b), reactance (c), (d), impedance (e), (f).

배플 상에 놓인 원통 구조로 간주되는 원통 배열 형태이 

다 이를 기초로 하여 표 1에서와 같이, kR을 30과 40으로 

다르게 하고, 그 외 ka, q, R, H를 같게 하여 입력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이 경우 a는 각각 0.067 m, 0.05 이가 된 

다. 이러한 배열 구조는 그림 9와 10에서 보듯이, 각각의 

경우에 30X24, 40X24의 배열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형 

태의 방사 저항 (그림 9 (a), (b), 그림 10 (a), (b)), 방사 

리액턴스 (그림 9 (c), (d), 그림 10 (c), (d)), 방사 임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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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표 [어서 kRSO일 때 원통 구조에서 진동 시 각 진동체에서의 방사 임피던스 저항 (a), (b), 리액턴스 (c), (d), 임피던스 (e), (f) 
Fig. 10. At kR=40 in the table I, the radiation impedance at each 쇠이箸티it when the cylindrically-arrayed sensor* vibrates； 

resistance (a), (b), reactance (c), (d), impedance (야), (f).

스 (그림 9 (e), (f), 그림 10 (e), (f))를 보여준다. 같은 

크기의 원통에서 ka가 고정되고 kR이 커지면 a가 상대적 

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파장도 짧아진다. 원통의 높이는 

고정되었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짐에 따라 원통 높이에 

따른 방사 저항, 리액턴스, 임피던스 등의 변동 주기는 

짧아진다. 반면, q 값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a가 줄어든 

만큼 원호의 길이도 짧아지면서 원호에 따른 변동 주기는 

변함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방사 임피던스 해석은 선박의 

측면과 같이 곡률 반경이 큰 원통 구조에 적용될 수 있고, 

측면주사소나나 다중빔음향측심기 등의 센서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간 콘볼루션 방식을 이용한 수치 계산 

을 통하여 원통형 구조에서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 특성을 

해석하였다. 원통 배열 구조는 공간 콘볼루션을 이용하 

여 평면 배열이 변환된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통형 

배플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오차 범위를 계산하였다. 즉, 원통 배열에서 공간 콘볼루 

션 방식에 의한 상호 방사 저항 값과 4중 적분 방식에 

의한 결과 값을 비교하여 계산 방식에 의한 오차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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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kR과 ka를 다르게 하여 공간 콘볼루션 방 

식으로 계산된 평면 배열에서의 상호 방사 저항과 원통 

배열에서의 그것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여 kR과 

ka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간 콘볼루션 방식에 의한 원 

통 구조에서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특성은 향후 원통 배열 센서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 

진다. 공간 콘볼루션 방식은 배 열 구조의 형 태를 확장하 

여 원통형 배열뿐만 아니라 구형 혹은 임의의 곡면 배열 

구조에서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 수치 계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평면 배플이 아닌 다른 곡면 배플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열 구조의 수학적 해 

석과 공간 콘볼루션의 적용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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