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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수상함은 임무 수행을 위해 다수의 통신장비, 

레이더 및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제한된 공간에 탑

재된 장비들은 운용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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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섭 최소화 위치에 배치된다. 그러나, 고출력 전

자파를 송출하는 MOSCOS와 같은 위성통신 장비는 

무기체계나 ES DF ANT.와 같은 탐지 장비에 예기치 

못한 전자기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1,2]. 본 연구는 수

상함에 설치된 송신 안테나인 MOSCOS, 재밍 송신기

와 수신 안테나인 ES DF ANT. 사이에서 발생한 전자

기 간섭을 대상으로 한다.

  MOSCOS는 지상 무선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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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sea trial, we discovered EMI between MOSCOS and ES DF antenna. CW emitted by MOSCOS 

raised the threshold level of ES DF antenna. As a result, direction finding rate of ES has been decreased. This is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EMI between the antennas mounted on a surface ship. An analysis is accomplished 

for MOSCOS, ES DF antenna and Jamming transmitter.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how to solve EMI based 

on the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about the ES DF antenna receiving level, MOSCOS radiation pattern and 

Jamming transmitter thermal noise. The test was performed with optimal deployment of MOSCOS on a surface 

ship. After changing the position of  MOSCOS, EMI has been decreased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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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성통신의 광역성을 이용하여 함정 및 각 함대 

사령부와 음성, 그룹 통화, 데이터 통신의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이다. 36,000 km 상공의 정지 궤도 위성인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송신거리 제한과 지형적 제

약을 극복하고, 해상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작전 

통신망 운영 능력을 강화하였다[2,3].

  ES DF ANT.는 함정의 전술적인 임무 지원을 위한 

체계로 신호탐지 안테나에 신호가 수신되면 주파수, 

변조신호의 펄스폭, 펄스간격, 펄스세기를 측정하여 

레이더 종류를 식별하며, 방향 탐지부에서 수신 전파

의 방향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이다[4].

  재밍 송신기는 잡음신호를 발생하거나 초고주파 에

너지 방사를 통해 재밍 신호를 발생시켜 함정과 유사

한 허위표적을 생성하여 대함유도탄 탐색기의 표적탐

지를 방해하는 장비이다[2,5].

  본 연구는 함 운용 중 MOSCOS 송신파로 인해 ES 

DF ANT.의 신호가 소실되어 운용성능 제한이 발생함

에 따라 전자기 간섭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MOSCOS 

최적배치를 제시하였다. 원인 분석을 위해 ES DF 

ANT.의 수신감도 측정, MOSCOS의 고각 및 방위각별 

송신레벨 측정 및 분석, Friis 전달공식에 따른 ES DF 

ANT. 수신레벨 계산, MOSCOS에 대한 재밍 송신기의 

영향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개선사항에 대한 실선 

시험을 통해 MOSCOS 최적배치에 따른 전자기 간섭 

개선을 확인하였다.

2. ES DF ANT. 수신감도 측정

2.1 좌현 MOSCOS-ES 전자기 간섭 계측

  Fig. 1은 좌현 MOSCOS 송신 시 좌현 ES DF ANT. 

수신감도 측정을 위한 시험운용 모식도이다. 두 안테

나는 평면도상 배치각 233°로 설치되었으므로 전자기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는 180° ~ 360° 영역에 대하여 

좌현 ES DF ANT. 수신감도를 측정하였다.

  Fig. 2는 좌현 MOSCOS와 좌현 ES DF ANT. 위치

를 나타내며 두 안테나의 상호간 설치고각은 75.5°이

다. 이는 MOSCOS가 한국해역에서 무궁화 위성을 지

향하기 위한 송신고각인 45°와 30° 이상의 차이가 있

으므로 좌현 MOSCOS의 주엽에 의한 전자기 간섭 영

향은 없다고 할 수 있다[6]. 그러나, 부엽에 의한 영향

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좌현 MOSCOS 송신고각을 55° 

및 60°로 설정하여 송신한 후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

해 좌현 ES DF ANT. 수신감도를 측정하였다.

Fig. 1. Plane view of PORT side

Fig. 2. PORT side view of MOSCOS-ES position

  Fig. 3은 좌현 MOSCOS를 송신고각 55° 및 60°로 

송신할 때 좌현 ES DF ANT. 출력단의 수신감도를 스

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때, 전자전 체계의 수신감도는 비문이므로 측정된 

수신감도를 ES DF ANT.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최소 

수신감도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상대적 비율로 나타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정규화 수신감도는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Normalized Receiving Level = B/A (1)

  이때, A는 ES DF ANT.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최소 

수신감도, B는 MOSCOS 송신 시 측정된 ES DF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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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신감도이다. 따라서 정규화 수신감도 값이 1이상

일 경우는 EF DF ANT. 정상운용이 가능하며, 1미만

일 경우는 MOSCOS 송신의 영향으로 전자기 간섭이 

발생하여 ES DF ANT.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MOSCOS에서 무궁화 위성으로 

송신하는 고출력 CW가 ES DF ANT.로 수신될 때 수

신단의 문턱 레벨, 즉 ES DF ANT. 수심감도 값을 상

승시키기 때문이다. 두 안테나간 전자기 간섭이 크게 

발생할수록 ES DF ANT.의 정규화 수신감도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Fig. 3. Receiving power level of ES(PORT)

  좌현 MOSCOS를 고각 55°로 송신했을 경우에 비해 

고각 60°로 송신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규화 

수신감도를 보인다. Fig. 2와 같이 좌현 MOSCOS 송

신 고각이 커질수록 MOSCOS의 부엽이 좌현 ES DF 

ANT.로 접근하므로 60°로 송신한 경우가 55°로 송신한 

경우에 비해 ES DF ANT.에 대한 부엽 영향성이 증가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좌현 MOSCOS 부엽

에 대한 3차원 각도 중 송신고각 외 나머지 두 차원

에 대한 각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좌현 ES DF ANT.

에 대한 부엽 영향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MOSCOS의 고각 및 방위각별 송신레벨 측정이 필요하

다. 그러나, 측정된 수신감도가 좌현 MOSCOS 고각 및 

방위각을 좌현 ES DF ANT.로 지향하도록 설정한 후 

송신하여 측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규화 수신감도가 

1이상이므로 좌현 ES DF ANT.에 대한 좌현 MOSCOS

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자기 간섭 대상 안테

나들의 정확한 최적배치를 위해 MOSCOS의 빔폭, 부

엽레벨 파악이 필요하므로 고각 및 방위각별 송신레벨

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3장에 나타내었다.

2.2 우현 MOSCOS-ES 전자기 간섭 계측

  Fig. 4는 우현 MOSCOS 송신 시 우현 ES DF ANT.

수신감도 측정을 위한 시험운용 모식도이다. 두 안테

나는 평면도상 배치각 170°로 설치되었으므로 전자기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는 0° ~ 180° 영역에 대하여 우

현 ES DF ANT. 수신감도를 측정하였다.

  Fig. 5는 우현 MOSCOS와 우현 ES DF ANT. 위치를 

나타내며 두 안테나의 상호간 설치고각은 44.7°이다. 

우현 MOSCOS 송신고각 영역에 우현 ES DF ANT.가 

위치하고 있어 전자기 간섭 발생 가능성이 크다.

  Fig. 6은 우현 MOSCOS를 송신고각 45°로 송신할 

때 우현 ES DF ANT. 출련단의 수신감도를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때, 측

정된 수신감도의 정규화는 ES DF ANT.의 정상적 운

용을 위한 최소 수신감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우현 

MOSCOS 방위각 영역 중 1미만의 영역에서 우현 ES 

DF ANT.의 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현 MOSCOS와 

우현 ES DF ANT. 평면도상 배치각인 170°를 약 4° ~ 

5° 벗어난 지점부터 정규화 수신감도가 급격히 증가하

는 것을 고려할 때, 우현 ES DF ANT. 수신감도 감소 

원인은 우현 MOSCOS의 주엽에 의한 영향임을 알 수 

있다.

  0° ~ 140° 방위각 영역에서는 정규화 수신감도가 1

이상이므로 전자기 간섭이 발생하지 않으나, 155° ~ 

180° 방위각 영역에서 정규화 수신감도가 1미만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우현 ES DF ANT.가 우현 

MOSCOS의 주엽 및 부엽 영향권 내에 있어 전자기 간

섭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Fig. 4. Plane view of STBD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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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BD side view of MOSCOS-ES position

  특히 두 장비의 평면도상 배치각인 170° 주위 영역

에서 전자기 간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정규화 

수신감도는 방위각 167°에서 0.49, 168°에서 0.43, 169°

에서 0.45, 170°에서 0.46으로 나타났다.

Fig. 6. Receiving power level of ES(STBD)

3. 우현 MOSCOS 최적배치 도출

3.1 MOSCOS 방사패턴 측정

  우현에서 발생한 MOSCOS와 ES DF ANT.간의 전자

기 간섭 개선을 위하여 우현 MOSCOS 최적배치가 요

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MOSCOS의 고각 및 방위각별 

송신레벨 측정이 필수적이다.

  Fig. 7은 MOSCOS 송신레벨 측정을 위한 모식도이

며, Fig. 8은 전자파 무반향실에서 측정한 MOSCOS의 

고각 및 방위각별 송신레벨이다. 이때, 고각 영역은 무

궁화 위성 지향고각을 고려하여 30° ~ 60°로 표현하였

고, 방위각 영역은 MOSCOS가 높은 지향성을 가지는 

파라볼릭 안테나이므로 –15° ~ 15°로 설정하여 계측을 

수행하였다. 이때, Horn 안테나 및 MOSCOS 고각을 

0°로 설정하여 두 안테나간 전파의 경로가 일직선 상

에 있도록 배치한 후, MOSCOS 자체를 고각방향으로 

–15° ~ 15° 움직였으며 방위각 영역인 –15° ~ 15° 구

동시켰다.

Fig. 7. Radiation pattern measurement

(a) MOSCOS pattern for elevation

(b) MOSCOS pattern for azimuth

 Fig. 8. Radiation pattern for MOS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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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현 ES DF ANT. 수신레벨 계산

  전파는 전달경로에 따라 직접파, 반사파, 지표파, 회

절파, 굴절파 등으로 분류되며, 수상함과 같은 제한적 

공간에서는 직접파와 함정 구조물에 의한 반사파가 

우세하다. Fig. 9는 직접파 및 반사파에 의한 전파경

로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직접파는 기하학적 가시거리

에 의해 송신 안테나로부터 대지면 접촉 없이 수신 

안테나를 향해 직선으로 도달하는 전파이다.

Fig. 9. MOSCOS wave propagation model

  식 (2)는 Friis 전달식에 따른 송신 안테나의 직접파

에 의한 수신 안테나의 수신레벨 계산식이다[7].

  

 (2)

    loglog (3)

  이때, 은 ES DF ANT. 수신레벨, 는 MOSCOS 

송신레벨, 는 MOSCOS 이득, 은 ES DF ANT. 이

득, f는 MOSCOS 송신주파수, D는 MOSCOS와 ES DF 

ANT.와의 기하학적 가시거리이다. 식 (3)는 식 (2)를 

dB 스케일로 표현한 식이며 D는 km 단위, f는 MHz 

단위이다[8].

  

∙ (4)

  ∆∆∙∙∙ (5)

   

 (6)

  식 (4) 및 식 (5)는 반사파가 고려된 수신 안테나의 

수신레벨 계산식이다. 이때,    은 식 (2)와 

동일하며 R은 MOSCOS와 ES DF ANT.와의 수평거리, 

는 반사계수, 는 경로 x와 경로 x’의 위상차, 는 

MOSCOS 설치높이, 은 ES DF ANT. 설치높이다. 식 

(5)의 첫째항은 직접파, 둘째항은 반사파, 셋째항은 접

지전류와 관련된 사항이나, 송신파의 파장 대비 송신 

안테나의 높이가 클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다.[9] R>>

 , R>>  조건에서 는 -1로 근사되며 식 (4)은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수상함 상부갑판의 다양한 구조

물로 인한 반사파 영향을 고려하여 Ray tracing 등과 

같은 계산법을 적용해야 하나, 두 안테나간 거리 증가

에 따른 우현 ES DF ANT. 수신레벨 감소 경향성 검

토가 목적이므로 반사파는 MOSCOS 주엽에 비해 무

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정하여 식 (6)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송/수신 안테나간 거리가 좌현은 2.5 m, 우현은 11.5 

m로 안테나 높이와 유사한 값을 가지므로 ES DF 

ANT. 수신레벨 계산 시 반사파에 의한 영향은 무시한

다. 따라서 우현 ES DF ANT.의 수신레벨을 식 (2)에 

따라 계산하였다. 이때, 는 Fig. 8에 나타낸 MOSCOS 

고각별 송신레벨을 적용하였다. Fig. 10은 우현의 

MOSCOS와 ES DF ANT. 설치고각이 44.7° 일 때 안

테나 간 이격거리별 설치 모식도이다. Fig. 11은 Fig. 

10 모식도에 따라 안테나간 거리별로 계산된 우현 

MOSCOS 주엽에 대한 ES DF ANT.의 수신레벨이다.

 Fig. 10. MOSCOS(STBD) deployment for range

  송/수신 안테나 간 설치거리가 증가할수록 수신레벨 

감소가 나타나며 우현 MOSCOS 고각이 31° ~ 32°, 36° 

~ 37°, 38.5° ~ 39°, 56° ~ 58° 영역에서 ES DF ANT. 

수신레벨이 낮게 나타났다.

  우현 MOSCOS 송신고각에 따른 수신레벨의 최대값

과 최저값은 약 46 dBm 차이를 보였으나, 설치거리에 

따른 수신레벨은 10 m인 경우와 16 m인 경우가 약 7 

dBm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안테나 간 이격거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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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MOSCOS와 ES DF ANT. 설치고각 조정이 

전자기 간섭 개선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Fig. 

11에 나타난 수신레벨이 낮은 고각 영역을 안테나 간 

설치고각으로 적용하여 전자기 간섭을 해소할 수 있다.

Fig. 11. Calculation of ES(STBD) receiving level

  Fig. 12는 우현 ES DF ANT. 수신레벨이 낮게 계산

된 고각을 송/수신 안테나 간의 설치고각으로 적용한 

모식도이다. 우현 MOSCOS의 설치성을 고려할 때, 두 

안테나의 설치고각이 약 41° 이하인 영역은 갑판이 존

재하지 않는 영역이므로, 31.5°와 38.5°는 MOSCOS의 

설치가 불가능한 위치이다. 따라서 설치고각이 56° ~ 

58° 영역을 우현 MOSCOS 설치영역으로 선택한다.

Fig. 12. Position of MOSCOS(STBD)

3.3 우현 재밍 송신기 영향성 검토

  재밍 송신기를 운용하기 위해 고압이 인가될 경우 

전자의 열운동에 의한 열잡음이 전 주파수 대역에 발

생하게 되며, Fig. 17과 같이 우현 MOSCOS를 초기위

치와 대비하여 함미쪽으로 이동할수록 재밍 송신기와 

근접하게 되어 열잡음의 영향으로 인한 MOSCOS의 링

크단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현 MOSCOS 배치 

시 재밍 송신기의 영향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Fig. 13. MOSCOS received power measurement

  MOSCOS와 재밍 송신기의 높이차에 따른 재밍 송

신기 열잡음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Fig. 13과 같이 

전자파 무반향실에서 MOSCOS 수신레벨을 측정하였

다. 이때, 안테나 높이차에 따른 열잡음 수신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재밍 송신부와 높이 차이가 없는 H1 

지점, 0.7 m 높이 차이가 있는 H2 지점, 1.7 m 높이 

차이가 있는 H3 지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

해 MOSCOS의 수신레벨을 측정하였다. MOSCOS 고각

은 한국해역에서 무궁화 위성을 지향하는 고각인 45°

로 설정하였으며, MOSCOS와 재밍 송신기간 거리는 

3.5 m로 설정하였다.

  Fig. 14는 재밍 송신기 작동 시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측정된 MOSCOS의 수신레벨이다. 측정 결과 

MOSCOS와 재밍 송신기간 높이차가 큰 H3 지점에서 

MOSCOS 열잡음 수신레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 함 배치 시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재밍 

송신기 대비 MOSCOS 위치를 높게 설치하였다.

Fig. 14. MOSCOS received power during jamming TX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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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MOSCOS에 대한 재밍 송신기 방위각의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Fig. 15와 같이 전자파 무반향실에

서 재밍 송신기 주파수에 따른 방위각별 열잡음 패턴

을 측정하였다. 이때, Horn 안테나 수신부와 재밍 송신

기 출력부를 16.5 m로 이격하였고 Horn 안테나 및 재

밍 송신기의 고각을 0°로 설정하여 두 안테나간 전파

의 경로가 일직선 상에 있도록 배치하였다.

Fig. 15. Jamming TX thermal noise measurement

 

Fig. 16. Jamming TX thermal noise pattern

  Fig. 16은 Power Meter를 통해 측정된 재밍 송신기

의 열잡음 패턴이다. 측정된 열잡음 레벨은 각 주파수

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방위각 120°를 벗어

난 시점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방위각 140° 

영역 이후는 열잡음 레벨이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우

현 MOSCOS와 우현 재밍 송신기의 전자기 간섭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안테나의 평면도상 배치각이 

140°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좌현의 경우 

MOSCOS와 재밍 송신기의 평면도상 배치각이 142.5°

이므로 재밍 송신기 열잡음으로 인한 전자기 간섭은 

발생하지 않았다.

  Fig. 17은 우현의 MOSCOS와 재밍 송신기의 배치각

이 140° 이상인 지점에 대한 MOSCOS 설치 거리 변

화를 나타냈다. 약 190°를 벗어난 지점부터 함 구조물

과의 간섭으로 인한 우현 MOSCOS 설치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우현 MOSCOS는 우현 ES DF ANT.와의 

설치고각이 56° ~ 58° 영역 내 존재하는 조건과 우현 

재밍 송신기와의 평면도상 배치각이 140° ~ 190° 영

역 내 존재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Fig. 17. MOSCOS position depending on noise

  Fig. 18은 우현 MOSCOS 설치고각에 따른 우현 재

밍 송신기와의 평면도상 배치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MOSCOS의 평면도상 배치각이 177.92° 이상인 경우는 

ES DF ANT.와의 설치고각이 58°를 초과하며, 평면도

상 배치각이 168.53° 이하인 경우는 설치고각이 56° 

미만이므로 배제한다. 따라서 수상함 주변 구조물과의 

설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우현 MOSCOS를 기존 

대비 함미 방향으로 4.2 m 이동하여 ES DF ANT.와의 

설치고각이 57.4° 지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Fig. 19는 우현 ES DF ANT.와의 설치고각, 우현 재

밍 송신기의 영향성을 분석하여 선정한 우현 MOSCOS

의 최적위치를 나타내었으며, Fig. 20은 최종적으로 설

치된 좌현 및 우현의 MOSCOS, ES DF ANT. 설치 모

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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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levation(MOSCOS-ES) and planar view angle 

(MOSCOS-Jamming transmitter) variation for 

MOSCOS(STBD) position

Fig. 19. Position of MOSCOS and jamming TX

Fig. 20. MOSCOS & ES DF ANT.(PORT/STBD)

4. ES DF ANT. 수신 성능시험

4.1 시험방법 및 계측결과

  우현 MOSCOS 최적배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적 

모의신호를 우현 ES DF ANT.로 송신하였다. 이때 우

현 MOSCOS 송신파를 우현 ES DF ANT.로 송신했으

며 표적 모의신호의 소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시험결

과, 전자기 간섭이 발생한 우현 MOSCOS 방위각 영역

에서 표적 모의신호 소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우현 ES DF ANT. 수신성능 개선의 정량적 확인을 

위해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수신감도를 측정하였다. 

Fig. 21은 우현 MOSCOS의 최적배치 전과 후에 대한 

정규화 수신감도를 각각 나타낸 그래프이다. 파란선은 

우현 MOSCOS와 우현 ES DF ANT.간 거리가 최초 설

치상태인 11.5 m일 때 측정된 ES DF ANT.의 정규화 

수신감도를 나타내며, 빨간선은 안테나 최적배치에 따

라 우현 MOSCOS를 함미 방향으로 4.2 m 이동하여 두 

안테나간 거리가 7.3 m가 되었을 때 측정된 ES DF 

ANT. 정규화 수신감도를 나타낸다.

Fig. 21. Receiving level of ES DF ANT. for EMI sector

4.2 결과 분석

  Fig. 21의 우현 ES DF ANT.의 정규화 수신감도가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던 150° ~ 180° 방위각 영역에

서 MOSCOS 최적배치 후 정규화 수신감도 상승을 확

인하였으며, 특히 우현 MOSCOS와 우현 ES DF ANT. 

평면도상 배치각 170° 근처의 방위각 영역에서 정규

화 수신감도가 1이상으로 크게 향상되어 전자기 간섭

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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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수상함의 MOSCOS와 ES DF ANT. 사이

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MOSCOS 최적배치를 제시하였다. 전자기 간섭을 해결

하기 위해 고장탐구, 이론적 분석을 통한 개선안 제시, 

실선 시험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고장탐구 및 이론적 분석은 ES DF ANT. 수신감도 

측정, MOSCOS 송신레벨 측정, ES DF ANT. 수신레

벨 계산 및 재밍 송신기 열잡음 측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우현 MOSCOS를 함미 방향으로 4.2 m 이동하여 우

현 ES DF ANT.와의 상호간 설치고각이 44.7°에서 

57.4°로 증가되었다. 선정된 위치에서 전자기 간섭 개

선에 대한 검증 결과, ES DF ANT.의 수신감도 저하 

문제가 해결 되어 수신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수상함의 제한된 공간에서 MOSCOS, ES DF ANT. 

및 재밍 송신기가 배치됨에 따라 ES DF ANT.를 향한 

MOSCOS 지향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으나, MOSCOS

에 대한 재밍 송신기 영향성 검토와 MOSCOS 송신레

벨이 낮은 고각을 ES DF ANT.와의 설치고각으로 적

용함을 통해 전자기 간섭이 해소되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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