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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F 역에서 원격운용 방향탐지안테나 소자의 스 칭에 의한 

상 벡터방향탐지 버스트에러 제거 알고리즘 성능분석

The Performance Analysis of Burst Error Elimination CVDF Algorithm Using 

Switching Remote Direction Finding Antenna in VHF

 원 종 묵*
Won, Jong-Mook

ABSTRACT

  Recently, Direction Finding(DF) System is using switching DF algorithm to reduce system-weight by 

eliminating RF cable as much as possible. Also, Correlation Vector Direction Finding(CVDF) algorithms 

is being used for Fast Direction finding in tactical environment. In this paper, I will give you burst error 

elimination algorithms and compare the performance in case we use switching CVDF algorithm. Although 

antenna array is not working, we will successfully perform direction finding when we use this burst 

error elimination algorithms. Also, we will be completely capable of DF mission despite of meeting the 

unwanted situation that the monitoring signal disappear in case we use Switching Direction Finding 

algorithms. That situation frequently occurs under the Frequency Hopping signal circumstances.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Direction Finding(방향탐지), Correlation Vector Direction Finding(상 벡터 방향탐지), Burst 

Error Elimination Algorithm(버스트에러제거 알고리즘), Frequency Hopping(주 수 도약)

1. 서 론

  방향탐지(Direction Finding)[1～4]장치는 자 체계

(Electronic warfare System)[5～6]를 구성하는 자지

원(Electronic Support)장비의 핵심장치로서 자

를 이용하여 표 을 추 하는 이더  유도무기나 

자 를 이용한 통신장비 등의 방향을 찾아내기 

한 장치이다[1]. 방향탐지 장치로부터 얻어진 방향정보

는 크게 두 가지 목 으로 사용된다. 첫째는 신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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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의 처리 데이터로 사용하여 많은 신호가 존재

하는 경우에 한 신호분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고, 둘째는 자공격(Electronic Attack) 장

비에서 사용되는 송신장치의 도래방향 선택을 한 

정보로 사용하여 효과 인 재 (amming)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7].

  방향탐지 방식에는 회  방식[8], 진폭비교 방식[9], 

상비교방식[10]  진폭- 상비교 복합방식[11] 등이 

있으며 용도, 목   설치구조물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다.

  재의 방향 탐지추세는 RF 이블을 여(그림 1) 

무게감소를 하기 해 스 칭[11] 방향탐지 알고리즘이 

사용되며 고속 방향탐지를 한 방법으로 상 벡터 



논문 / 센서 ․신호처리 부문 : 원종묵

130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0권 제3호(2007년 9월)

방향탐지(Correlation Vector Direction Finding) 알

고리즘이 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 칭을 이용한 상 벡터방향탐지 시스템에 한 수

학 인 모델링  이러한 상황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버스트에러를 제거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

며 이에 한 성능을 비교를 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

는 도약신호(Frequency Hopping) 발생 시에 빈번하

게 발생한다. 를 들어 1000홉 도약신호(그림 2)의 

경우 그 신호의 유지시간이 한 홉(Hop)당 1ms인데 

이 신호를 방향탐지하기 해서는 우선 신호를 탐지

하여 주 수정보를 방향 탐지장치로 넘겨주어야 하며

(그림 1), 등 간격 5개 원형배열 안테나를(그림 3) 사

용하여 스 칭(그림 5)을 이용한 방향탐지를 수행할 

경우 1ms안에 1-channel 상 벡터 방향탐지방법 이

용 시[11] 최  5번, 2-channel 상 벡터 방향탐지[11] 

이용 시 최  3번 스 칭 하여 상값을 장하여야 

한다. 재 RF스 칭의 속도는 수～수십 nanosec지

만 LO(Local Oscillator)를 제어하고 안정화된(stable) 

한 신호를 받는 후에 상값을 추출하는 과정에 소요

배열
안테나

스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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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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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 칭을 이용한 방향탐지시스템 구성도

[그림 2]  1000홉 도약신호

되는 시간은 수백 microsec 정도 걸린다. 이정도 RF

스 칭속도는 1000홉 도약신호를 방향탐지 하는데 무

리 없을 것으로 단되나 장 환경에서의 주 수도

약속도는 탐지율(Low probability of interception)

을 하여 계속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스 칭으

로 인하여 RF가 사라지는 경우  잘못된 방향탐

지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가 느린 도약신

호(약 100홉 정도)의 경우 가우시안(Gaussian) 에러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랜덤에러를 제거하고 안테나

고장으로 인한 잘못된 상을 보상하며 고속도약신호

(약 1000홉 이상)의 경우 방향탐지 신호처리 동안 신

호가 사라지는 경우에 방향 탐지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에 해 논의한다.

2. 본 론

  안테나의 고장유무를 단하는 방법에는 안테나 각 

어 이 뒷단에 RF Detector를 붙여 각 어 이의 RF 

수신 벨을 측정하여 안테나 고장유무를 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방법은 안테나 고장유무만을 단

할 뿐 고장 시에 방향탐지정확도에 큰 향을 다. 

안테나 고장 시에 방향탐지알고리즘이 정상 으로 수

행되게 하기 해서는 고장된 안테나로부터 들어온 

RF로부터 측정된 상차들은 배제하고 방향탐지알고

리즘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버스트

에러 제거알고리즘이라고 명명한다. 여기에서 버스트

에 한 정의는 번개와 같은 자연 상뿐만 아니라 안

테나고장과 같은 기계 인 상 그리고 스 칭알고리

즘을 사용 시에 정상 으로 방향탐지가 이루어지려

면 신호가 정 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스 칭 하는 동

안 신호가 사라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스 칭을 이용하여 방향탐지를 하는 이유는 RF 이

블을 이기 함이다. 그래서 1-channel 상방탐, 

2-channel 상방탐, 방향탐지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지고 있다. 본 본문에서는 3-channel 상방탐에 

해서 수학 인 모델링  성능에 해서 논의한다. 

스 칭을 이용한 방향탐지를 하기 해서는 기 이 

되는 신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 신호를 이용하려면 

2-channel이 필요하다. 따라서 1-channel 상방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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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등 간격 원형배열안테나 어 이 구조

이용하려면 일반 인 방향탐지 알고리즘 외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추가 되어져야만 하고 실제로 장비를 만

들기에 부가 인 어려움들이 생겨날 것으로 상된

다. 시간이 지남감에 따라 상이 변하는 문제를 보

상하기 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

기 한 특별한 알고리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본 논

문에서 3-channel 상 방탐을 하는 이유는 1개의 

channel은 탐색/감청을 한 RF이고 나머지 2개의 

channel은 일반 인 상방탐을 한 channel이다.

  그림 3은 등 간격 원형배열 5(five) 어 이 안테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보통 상방탐을 하기 해서

는 그림 4에서처럼 어도 2개의 다이폴에서 동시에 

RF를 받아야 한다. 1번과 3번 다이폴은 경로차가 

 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1번과 3번의 상차는 노이즈가  없고 상차측

정시스템까지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차

는  가 되어야 하나 반사 나 원하지 않

는 다른 신호  가우시안 잡음에 의해서 상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식 (1)처럼 모델링 된다. 여기서

는 상오차 ∆를 노말 분포 로 가정하 다.

  


 ∆  (1)

여기서,

  : i번째 Dipole과 j번째 Dipole 사이 간에 상차

∆ : i번째 Dipole과 j번째 Dipole 사이 간에 상

오차

[그림 4]  방향탐지를 한 상차 측정원리

  : 입사신호의 장

  : 입사신호의 ij  baseline에 한 입사각

  : i번째 Dipole과 j번째 Dipole 사이간 거리

  : 입사신호의 i번째 Dipole과 j번째 Dipole 

사이 간 경로 차

  : i번째 Dipole과 상차측정시스템간의 상변화

 : i번째 경로로 수신되는 상차측정 시스템에

서의 SNR(Signal to Noise Ratio)

가. 기존 CVDF 알고리즘(Conventional CVDF)

  방향탐지 정확도 향상을 해서는 다이폴간의 거리

를 가능한 늘리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무 늘리

게 되면 모호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테나 설계 시에

는 방향탐지정확도를 고려하여 안테나 이격거리를 선

정하여야 한다. 즉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는 범 에서 

안테나 이격거리를 물리 으로 늘려주어야 한다. 따

라서 그림 3과 같은 등 간격 원형배열 안테나에서 짧

은 베이스라인(Short baseline)보다는 긴 베이스라인

(Long baseline)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좋다. 일반

으로 베이스라인을 1개정도 확보하면 충분한 방향

탐지 정확도가 확보되지 않는데 따라서 보통 5개의 

베이스라인을 확보하여 식 (2)와 같이 상차 5개를 

확보하여 CVDF(correlation Vector Direction finding)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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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 Conventional 시스템 

이용하여 센터주 수가 , 신호의 크기가 PA[dBm] 

이고 ij baseline 기 으로 입사각이 인 신호를 k

번째 스 칭시 i번째 Dipole과 j번째 Dipole 사이간에 

측정된(measured) 상차

∆  : k번째 스 칭시 i번째 Dipole과 j번째 Dipole 

사이간에 상오차

  식 (2)에서는 모두 k=0이므로 스 칭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탐지시스템에서의 측정된 상차를 기술

하고, 그림 3의 등 간격 원형배열 어 이 안테나 구

조를 사용하면           

   이다. 이는 5개의 원형배열안테나의 long 

baseline이 72도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 (2)에서 측정된 상차에 해서 모호성제거

를 하여 식 (2)에 cos과 sin을 취하여 식 (3)을 

구성하고 이미 장된 식 (4)와 내 을 하여 식 (5)

처럼 각 크기로 나 어주면 상 계수값이 계산이 

된다.







 


 


 


 


 


 


 


 


 


 






 (3)







 


 


 


 


 


 


 


 


 


 






 (4)

여기서, 그림 3의 등 간격 원형배열 5 어 이 안테

나 구조를 사용하면 k≡k13=k35-72=k52-144=k24-216= 

k41-278이다.

 

∙
 (5)

  이 계산된 상 계수에서 피크치를 검출하여 포물선 

근사화를 하고 최종 으로 입사각을 추정(estimation)

한다. 이때 탐색간격을 로 조정할 수 있으며 탐색간

격을 넓히면 방향탐지를 고속으로 할 수 있으나 방향

탐지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해 포물선 

근사화를 하며 실제로 포물선 근사화는 방향탐지정확

도를 상당히 많이 향상시킨다.

나. Switching을 이용한 CVDF 알고리즘 

(Switching CVDF)

  일반 인 5channel CVDF 알고리즘 수행을 해

서는 긴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상차를 동시에 받

아야 하지만 RF 이블을 이기 해서 스 칭을 이

용한 방법이 이용이 된다. 식 (6)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호가 스 칭 하는동안 정 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

면 방향탐지 정확도에 향을 주지 않는다. 식 (6)은 

그림 5처럼 스 칭을 이용한 상방탐을 하는 경우의 

수학 인 모델이다. 측정된 식 (6)을 본론 가에서처럼 

장된 벡터와 내 을 하여 상 계수 값을 구하여 피

크치를 검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정상 으로 방

향탐지를 할 수 있다. 스 칭으로 인한 향을 보정

테이블로 이용하기 하여 스 칭을 하면서 보정테이

블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이때 정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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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향탐지 배열안테나 스 칭순서

안정 으로 신호가 출 한다는 가정 하에 보정에 의

한 테이블은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식 (6)

에서 상오차만 가우시안분포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가우시안 분포는 정 으로 신호가 수신된다고 할 

때 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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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기서,


  : SWitching 시스템 이용

하여 센터주 수가 , 신호의 크기가 PA[dBm] 이고 

ij baseline 기 으로 입사각이 인 신호를 k번째 

스 칭시 i번째 Dipole 과 j번째 Dipole 사이간에 측

정된(measured) 상차

∆  : k번째 스 칭시 i번째 Dipole과 j번째 Dipole 

사이간에 상오차

  식 (6)에서는 k=0는 그림 5에서 첫 번째 그림을 

k=1는 그림 5에서 두번째 그림을 k=2는 그림 5에서 

마지막 그림에 해당하는 스 칭 Timing을 지시한다.

  Switching CVDF 알고리즘도 기존 CVDF 알고리

즘(Conventional CVDF)과 마찬가지로 식 (6)에서 

측정된 상차에 해서 모호성제거를 하여 식 (6)

에 cos과 sin을 취하여 식 (3)과 같은 형태의 벡터를 

구성하고 이미 스 칭을 이용하여 장된 벡터와 내

을 하여 식 (5)처럼 각 크기로 나 어주면 상 계

수값이 계산이 되며 계산된 상 계수의 최 치를 발

생시키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추정한다.

다. 버스트에러 제거알고리즘을 용한 CVDF 

알고리즘

  나에서는 스 칭 하는 동안 신호가 정 으로 들어

온다고 가정을 하 다. 그러나 확률 으로는 그 확률

이 낮지만 버스트에러(Burst Error)가 들어오는 경우

가 있다. 는 안테나 고장으로 상차가 상치보다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7)







  (8)







  (9)







  (10)







  (11)

  의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내에 존재하는 

수식의 개수를 M개라 가정하고 그림 6의 차에 의

해서 Burst Error를 제거할 수 있다. M=5이면 Burst 

Error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존과 같이 포물선근

사화를 통해 최종입사각을 추정(Estimation)하고 M=3 

는 4이면 내에 존재하는 상차만을 가지고 

다시 CVDF(correlation Vector Direction Finding)

을 수행한다. 이때 식 (11)은 만족 하지 않고 식 (7), 

(8), (9), (10)만 만족하다면 2번째 스 칭시 Burst 

Error가 발생한 경우이고 식 (7)과 식 (8)은 만족 하

지 않고 식 (9), (10), (11)만 만족하다면 두 번째 다

이폴경로가 이상이 있음을 알려 다. 안테나가 고장

이 났건 경로상의 다른 소자가 고장이 발생했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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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 칭을 이용한 방향탐지시 버스트에러제

거 알고리즘

탐지를 알고리즘 으로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다.

  한 식 (7), (8), (9), (10)은 만족하지만 식 (11)은 

만족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스 칭 시에 신호가 사라

졌거나 다른 신호가 스 칭 하는 동안 출 했다는 사

실을 알려 다.

  그림 6은 스 칭을 이용한 방향탐지시 버스트에러

제거알고리즘을 용하는 경우 그 차에 해 간단

히 요약하고 있다. 스 칭을 이용한 방향탐지시 5개 

다이폴에서 상차를 뽑아내기 해서 추출된 상값

들을 버퍼에 장해 놓고 원하는 상이 모두 얻어진 

후 상차를 계산하여 방향탐지알고리즘을 수행해야

만 한다.

3. 방향탐지정확도 시뮬 이션

  정확한 방향탐지정확도 정의를 해서는 주 수, 

입사각별, 수신기 최소 역폭, 측정 integration time, 

송신 워, 안테나 이득(Gain)  노이즈피겨(Noise 

Figure) 뿐만 아니라 신호의 변조방식 등 여러 가지 

Factor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본 시뮬 이션에서

는 방향탐지 정확도를 RMS(Root Mean Square)로 

정의하 다. 즉 RMS 정의는 표 편차를 정의하는 식

과 동일하므로 를 들어 방향탐지 정확도가 5도가 

나온다는 것은 실제 방향탐지 수행 시 ±5도 안에 들

어올 확률이 66%, ±15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9%가 

된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 수 역별로 방

향탐지정확도를 정의할 수 있으나 본 시뮬 이션에서

는 주 수별로 방향탐지정확도를 각각 모의하 다.

  









 


       (12)

여기서, DF Accuracy : 방향탐지정확도 in degrees

  : i-th 측정각도,   N : 반복회수

  시뮬 이션을 한 라메타는 표 1과 같다. 안테

나 반지름은 VHF 역에서 하게 1.5m로 선택되

었다.

[표 1]  시뮬 이션 라메타

구  분 값 비      고

주 수 역
30～300

(MHz)
그림 10, 12, 14, 16

주 수
200

(MHz)
그림 11, 13, 15, 17

상오차 

표 편차

5, 10, 20

(도)
가우시안분포

안테나

어 이개수
5(개) Circular array

안테나 반지름 1.5(m)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는 반지름으로 선택

탐색간격 5(도)
방향탐지속도향상을

해 사용

인터폴 이션

기법

포물선

근사화
탐색간격 성능보상

N(반복회수) 10000

 60(도) 버스트에러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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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오차 히스토그램( 상오차 표 편차=5, 

평균=0, 분포 : 가우시안)

[그림 8] 상오차 히스토그램( 상오차 표 편차=10, 

평균=0, 분포 : 가우시안)

  그림 7, 8, 9는 시뮬 이션에서 발생시킨 상오차

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즉 그림 9에서 상오차

의 표 편차를 15로 설정하게 되면 상오차가 0도에

서의 빈도가 가장 많고 ±40도에서의 빈도는 30번 정

도이고 ±50도 근처에서도 간혹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때 히스토그램을 한 가우시안랜덤함수의 발생회

수는 10000회이다. 상오차가 ±50도가 발생하면 방

향탐지 정확도에 상당한 향을 주게 된다.

  그림 10은 버스트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주

[그림 9] 상오차 히스토그램( 상오차 표 편차=15, 

평균=0, 분포 : 가우시안)

   

[그림 10] 버스트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방향

탐지 정확도

수에 따른 방향탐지정확도이고 그림 11은 상 계수 

그래 이다. 그림 11을 보면 실제방 각 45도 근처에

서 상 계수값이 최 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3번 상에 버스트에러 발생 시 방향탐

지 정확도는 주 수 역에서는 성능을 유지하지

만, 고주 역에서는 히 성능 하가 그림 12에

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림 13에서처럼 버스

트에러가 발생할 경우 실제방 각이 45도이지만 상

계수 최 값이 100도 근처나 360도 근처에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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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버스트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상

계수 그래 (실제방 각=45도, 주 수=200 

MHz)

[그림 12] 3번 상에 버스트에러 발생 시 방향탐지

정확도

확률이 상 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방향탐지 정확도

는 격히 나빠진다. 주 수 역에서는 상오차가 

작은 경우가 방향탐지정확도가 더 좋아지지만 고주

수 역에서는 상오차에 의한 향보다 버스트에러

에 의한 향이 커지기 때문에 상오차 5,10,15인 경

우의 그래 가 랜덤하다(그림 12).

  하지만 버스트에러제거알고리즘 사용 시에는 그림

14(M=3), 그림 16(M=4)에서와 같이 그림 12에 비해 

[그림 13] 3번 상에 버스트에러 발생 시 상 계수 

그래 (실제방 각=45도, 주 수=200MHz)

[그림 14] 버스트에러제거알고리즘(M=3) 사용 시 방

향탐지정확도

하게 방향탐지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를 상 계수그래 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

면 M=3인 경우 버스트에러 제거알고리즘을 사용 시 

주 수 200MHz에서 상오차 5인 경우는 실제방

각을 올바로 추정하지만 상오차 10,15인 경우는 추

정방 각을 280도로 추정하고(그림 15) M=4인 경우

에는 상오차 5,10인 경우에 45도에서 최 값을 15

인 경우에는 280도 값을 최 값으로 추정한다(그림 

17). 즉 M=4인 경우가 M=3인 경우보다 성능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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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버스트에러제거알고리즘(M=3) 상 계수 그

래 (실제방 각=45도, 주 수=200MHz)

[그림 16] 버스트에러제거알고리즘(M=4) 사용 시 방

향탐지정확도

함을 입증한다. 물론 노이즈를 확률 으로 발생시킨 

것이므로 항상 상 계수그래 가 그림 15나 그림 17

처럼 나오는 것은 아니며 체 인 성능의 차이는 그

림 12, 14, 16을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시뮬 이션에 의하면 제안한 버스트제거알

고리즘을 사용하면 방향탐지정확도를 상당히 많이 향

상시킬 수 있으며 어느 안테나 Path에서 오류를 발

생시키는지 그리고 몇 번째 스 칭에서 버스트에러가 

발생하 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7] 버스트에러제거알고리즘(M=4) 상 계수 그

래 (실제방 각=45도, 주 수=200MHz)

4. 결 론

  의 자 장비는 기동성  휴 성이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기동성  휴 성을 

확보하려면 체 인 시스템의 량 감소는 필수 이

며 특히 휴 형 자 장비에서는 장비의 성능뿐만 

아니라 크기  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본 인 

무게감량방법은 첫 번째로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최소기능만을 시스템에 구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스 칭을 이용하여 RF수신 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 스 칭을 기능을 가능한 안테나 쪽으

로 넣게 되면 무게 감소는 더욱 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 버스(Bus)규격을 VME 타입보다는 크기

도 작고 버스통신속도도 빠른 Compact PCI 타입 등

을 이용하여 신호처리를 한 신호처리 들을 구성해

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사이즈에 필요한 기능

을 구 하기 해서는 작고 성능이 우수한 RF부품들

이 먼  개발되어야 하며 재 이러한 부품들이 개발 

이며 가장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 통신무 기들은 자 장비에 항하고 

탐지율(Low probability of interception)을 확보하

기 해 도약신호(Frequency Hopping)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홉핑율(Hopping Rate)이 높을수록 

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차 그 속도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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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스 칭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해

당신호들을 놓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보상해서 정상 인 방

향탐지를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 고 그에 한 시

뮬 이션을 하 다. 한 이러한 알고리즘은 고정신

호(Fixed Frequency Signal) 방향탐지 시에도 확률

으로는 낮지만 가우시안에러에 의해 발생할 수 있

는 버스트에러를 제거할 수 있고 어 이 안테나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훌륭하게 방향탐지 임무를 수

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의 방향탐지알고리즘은 술상황

을 고려하여 상당히 단순화 되어 있다. 물론 고속으

로 방향탐지를 하기 해 이러한 단순화는 필수 불

가결이지만 CPU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장 환경에 맞는 응형 방향탐지알고리즘(Adaptive 

Direction Finding Algorithm)이 개발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연구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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