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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rray equations are commonly used for analysis and conceptual design of active sonar projec-

tor arrays. Calculation of the radiation impedance matrix poses a major computational bottleneck for 

the solution of the array equations, which leads to a dramatic increase in computational load as the 

number of constituent transducers increases. Here, we propose an iteration-based solution method that 

does not require the calculation of the radiation impedance matrix, as a computationally efficient al-

ternative to the status quo. The validity of the iteration-based analysis is judged against the full fi-

nite-element analysis that includes the entire array as well as the medium. The array equations for 

the 1/3-sector of a cylindrical array comprised of 48 Tonpilz transducers are augmented by the 

lumped element models, and are solved iteratively for the acoustic and electro-mechanical 

characteristics. The iteration-based analysis exhibits rapid convergence and accuracy comparable with 

the FE analysis. Simulations also reveal that the acoustic coupling between transducers has more pro-

nounced effects on the electr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ransducers than the acoustic 

performance of the array.

* 

1. 서  론

함정에 장착되는 능동 소나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단위 프로젝터(수중음향 송신용 트랜스듀서)를 포함

하는 배열 형태로 구성된다. 능동 소나의 목적과 운

용 조건에 따라 단위 트랜스듀서의 종류 및 개수뿐

만 아니라 배열의 형태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수

상함에 장착되는 선저 고정형 소나(hull-mounted 

sonar)의 경우 원통형 배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잠수함의 함수 소나(bow sonar)로는 구형 배열이 

주로 사용된다. 능동 소나의 탐지 거리 및 공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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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능 확보를 위하여 고출력/고지향성 음파의 생성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배열 내에 수백 개에 육박하는 

다수의 단위 트랜스듀서들이 포함된다. 능동 소나 

배열의 해석에 있어 수백 개의 트랜스듀서들로 구성

된 대형 배열 전체를 유한요소법 등의 계산집약적

(computationally intensive)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계산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개별 트

랜스듀서의 독립 해석으로부터 방사면의 속도를 도

출하고, 이를 입력 조건으로 트랜스듀서를 제외한 

매질 영역에서의 음향 전파를 계산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1). 그러나 프로젝터 배열의 경우, 개별 트랜

스듀서의 거동이 인가전압뿐만 아니라 인접한 트랜

스듀서의 거동에 영향을 받는 이른바 음향결합

(acoustic coupling)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확한 

배열 해석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음향결합을 반영한 배열 해석을 위하여 소위 배

열 방정식(array equations)이 널리 쓰인다. 배열 방

정식은 각 트랜스듀서의 전기/기계 및 음향 변수(인

가전압, 전류, 방사면 속도 및 힘)가 전기/기계 결합

상수 및 방사 임피던스 행렬을 통하여 주변 트랜스

듀서의 그것과 연관된 양상을 기술하는 연립방정식

이다(2). 여기서 방사 임피던스 행렬(radiation im-

pedance matrix)은 트랜스듀서의 자기(self) 및 상호

(mutual) 음향결합 정도를 대변하는 물리량으로서(2~4), 

레일레이 적분(Rayleigh integral) 등의 경계요소 해

석을 통하여 산출되거나(5~7) 소나돔 등의 주변 구조

물이 있는 경우에는 유한요소 해석으로도 계산될 수 

있다. 배열 방정식을 확정하고 그 해를 구하기 위해

서는 방사 임피던스 행렬의 계산이 필수적인데, 이

에 필요한 유한요소 해석의 횟수는 트랜스듀서 개수

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이는 대형 배열의 해석

에 있어 연산량의 폭발적 증가를 유발하는 주원인으

로 작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방사 임피던스 행렬의 계산을 필

요로 하지 않는 계산효율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즉, 배열 방정식의 해(방사면 속도 및 전류)에 

대한 초기 가정치로부터 출발하여, 트랜스듀서 간 

음향결합을 방사면 힘에 반영하면서 반복(iteration)

을 통하여 해에 수렴하도록 하는 소위 반복법 기반 

배열 해석이다. 따라서 배열의 크기보다는 해의 수

렴 속도가 연산량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반복법 기반 해석의 계산효율성 및 수학적 정합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두 48개의 톤필츠 트랜스

듀서로 구성된 원통형 배열 소나가 특정 방향으로 

방사하기 위하여 1/3에 해당되는 16개의 트랜스듀서

만 부분 구동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배열방정식을 수

립하였다. 이의 반복법 기반 해를 도출함으로써 수

렴성을 확인하였으며, 매질 및 배열 전체를 포함하

는 정교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수

학적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계산효율 측면에서의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오차범위 

2.5 dB 이내의 송신 전압 감도를 주요 설계 주파수 

및 그 이하의 주파수에 대해 도출하였으며, 음장과 

표면속도 등의 물리량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나아

가 일련의 전산모사를 통하여 트랜스듀서 간 음향결

합이 배열의 음향 및 전기/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 걸쳐 유한요

소 해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 단일 트랜스듀서의 집중소자 모델

2.1 단순 집중소자 모델

배열 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 트

랜스듀서의 집중소자 모델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단위 프로젝터로서 톤필츠 트랜스듀서를 

상정한다. 톤필츠 트랜스듀서는 가장 보편적인 수중

음향 프로젝터 중 하나로서, 1 kHz ~ 50 kHz의 중/

저주파 대역에서 사용되며, 압전물질로 구성된 스택

(stack), 전응력 축(stress rod), 전면추(head mass) 

및 후면추(tail mass)로 구성된다(8). 톤필츠 트랜스듀

서는 기본적으로 1차 공진 모드, 즉 종방향 두께 모

드의 주파수 근방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는데, 전체

적인 구조가 간단한 편이며 각 구성요소가 근사적으

로 집중소자(lumped element)처럼 거동한다. 따라서 

톤필츠 트랜스듀서의 해석을 위하여 집중소자 등가 

회로(lumped element equivalent circuit) 모델을 적

용할 수 있다(8~10). 톤필츠 트랜스듀서의 집중소자 

모델은 유한요소 해석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정합성을 

검증한다. 각 구성요소의 재질로서 전면추는 알루미

늄, 후면추는 황동, 전응력 축은 스테인리스 강, 그

리고 압전 스택은 PZT-4 재질로 가정하였다.

종방향 두께 모드만을 반영하는 단순 집중소자 

모델과 이에 해당하는 등가 회로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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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b) Equivalent circuit involving only mechanical 
and acoustical part

Fig. 1 Simple lumped element model of a Tonpilz 
transducer

Fig. 1(a)와 같이 톤필츠 트랜스듀서의 전면추 및 후

면추를 집중 질량으로, 전응력 축 및 압전 스택은 

집중 스프링으로 간주하였다. 전응력 축과 압전 스

택의 질량은 절반씩 나누어 각각 전면추와 후면추의 

질량에 더하였으며, 동적 질량(dynamic mass)의 효

과를 반영하여 Fig. 1(b)와 같이 등가 회로를 구성하

였다. 전면추의 방사면에 작용하는 기계적 방사 임

피던스(mechanical radiation impedance)의 경우, 강

성 차단막(rigid baffle) 조건에서 원형 피스톤의 방

사 임피던스 식으로 유도된 식 (1)을 적용하였다(11).

   

 








 




(1)

위에서 은 기계적 방사 임피던스, 은 방사 

저항(radiation resistance), 은 방사 질량(radiation 

mass), 은 매질의 밀도, 은 매질의 음속, 는 

방사면의 면적, 는 파수, 는 방사면의 반경이며, 

은 1차 Bessel 함수, 은 1차 Struve 함수를 의

미한다. 트랜스듀서 방사면의 속도는 식 (2)를 이용

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레일레이 적분의 입력으

로 사용하여 매질 내 음압 및 송신 전압 감도

(transmitting voltage response, TVR)를 구할 수 있

다. 여기서 송신 전압 감도는 트랜스듀서에 1 Vrms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트랜스듀서 표면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의 음향강도 레벨로서 정의된다.




 


 

 

























  

 




 




  

 


  

  
     

(2)

위에서 은 전면추와 후면추의 속도 차이 

 이며, 은 전기적 힘과 전압 사이의 비례 

상수 혹은 변환 계수(transduction coefficient), 는 

구동 전압, 는 각주파수, 는 기계적 컴플라이언

스, 은 질량, 아래 첨자 는 압전 스택, 는 전

응력 축, 는 전면추, 는 후면추를 각각 의미한다.

2.2 굽힘 모드를 포함하는 집중소자 모델

종방향 두께 모드만을 이용하면 대역폭이 좁아지

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추를 외곽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전면

추가 굽어지는 형태의 2차 공진 모드, 즉 굽힘 모드

(flexural mode)가 나타나는데, 전면추를 스프링으로 

연결된 내부 및 외부 질량으로 간주하면 Fig. 2와 

같이 굽힘 모드를 포함하는 보다 정교한 집중소자 

및 등가 회로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12). 여기서 

  


,   


 , 그리고 

  

  
로 정의

되며, 는 내부 전면추의 속도, 는 외부 전면

추의 속도, 는 내부 전면추 방사면의 자기 방사 

임피던스, 는 외부 전면추 방사면의 자기 방사 

임피던스이고,  및 는 내부와 외부 방사면 

간의 상호 방사 임피던스이며 서로 같은 값을 갖는

다. 는 식 (1)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할 수 있으며 

,  및 는 Fig. 3과 같이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는 전면추 반경, 

는 내부 전면추의 반경이며, 외부 전면추에 해당

하는 경계에는 법선 방향 속도 조건을, 차단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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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b) Equivalent circuit involving only mechanical and 
acoustical part

Fig. 2 Lumped element model of a Tonpilz trans-
ducer with the flexure of the head mass tak-
en into account

Fig. 3 Configuration of finite-element analysis for 
computation of radiation impedances , 

 and 

내부 전면추 경계에는 강성 조건을 부여하고 완전 

정합층(perfect matched layer, PML)을 덧붙여 계산

하였다. 전면추 외부 및 내부에 대해 각각 음압을 

적분하여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고 외부 전면

추의 법선 방향 속도로 나눠주면 방사 임피던스 

와  혹은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전면추의 방사면 속도는 식 (3)

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3)

여기서   및 는 각각 내부 및 외부 전면추의 

질량, 는 내부 전면추와 외부 전면추 사이의 기

계적 컴플라이언스이다. 식 (3)으로부터 산출된 내부 

및 외부 전면추의 방사면 속도를 레일레이 적분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매질 내 음압 및 송신 전압 감도

를 계산할 수 있다.

2.3 두 집중소자 모델의 수학적 정합성 검증

앞에 언급된 두 집중소자 모델의 수학적 정합성 

검증을 위해 유한요소 모델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에는 음향 모델과 함께 탄성 및 압전 

재료 모델의 연성 해석을 적용하였으며, 주파수 영

역에서 축대칭 해석을 수행하였다. 집중소자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성 차단막을 가정하고, 방사면

을 제외한 트랜스듀서의 모든 부분은 자유 경계 조

건을 주었으며, 물 영역 외부에는 완전 정합층을 설

정하여 음향 반사를 최소화 하였다. 톤필츠 트랜스

듀서의 유한요소 모사를 위한 계산 영역은 Fig. 4와 

같다. 이 논문 전체에 걸쳐 f0은 유한요소 해석으로 

도출된 톤필츠 트랜스듀서의 1차 공진주파수,  및 

k0은 각각 f0에 대한 파장 및 파수를 의미하며 주파

수는 모두 f0을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표기하였다. 유

한요소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추 방사면의 중

심과 가장자리의 변위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정 시점에 대한 톤필츠 트랜스듀서의 변형을 대

표적인 세 주파수에 대해 Fig. 5에 색 분포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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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utational domains for finite-element sim-
ulation of a single Tonpilz transducer

Fig. 5 Deformation of a single Tonpilz transducer 
comput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t 
three representative frequencies

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0.61f0의 주파수에서는 전

면추 내 대부분의 지점에서 붉은색처럼 동일하게 변

형이 일어나므로 하나의 집중 질량처럼 거동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1.39f0의 주파수

에서는 전면추의 중심부가 푸른색, 가장자리는 붉은

색으로 변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파수가 높

아질수록 전면추 중심부와 가장자리 간 변형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전면추의 

굽힘 모드가 점차적으로 크게 발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무한한 길이의 강성 차단막

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강성 차단막 대신에 차

단막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대칭인 음압 분포를 가정

하면 기존의 강성 경계 조건을 만족시킨 채 헬름홀

츠-키르히호프 적분(Helmholtz-Kirchhoff integral)의 

적분영역이 되는 폐곡면을 정의할 수 있다. 물 영역

Fig. 6 TVR of a single Tonpilz transducer calculated 
using finite element model (bold solid line), 
simple lumped element model (thin dashed 
line), and lumped element model with flexure 
(thin solid line)

과 완전 정합층의 경계가 되는 호(arc)의 안쪽에 존

재하는 반경 0.8의 호를 따라 계산된 음압 및 음압 

구배를 헬름홀츠-키르히호프 적분의 입력조건으로 사

용하여 계산된 트랜스듀서의 송신 전압 감도가 두 집

중소자 모델의 그것과 Fig. 6에 비교되어 있다. 이 논

문에 걸쳐, 모든 송신 전압 감도 값은 유한요소 모델

에서 계산된 송신 전압 감도의 최댓값에 대한 상대적

인 수치로 표현하였다. 굵은 실선은 유한요소 모델, 

얇은 파선은 종방향 두께 모드만을 포함하는 단순 집

중소자 모델, 얇은 실선은 굽힘 모드를 포함하는 집

중소자 모델로부터 산출된 송신 전압 감도를 나타낸

다. f0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에서는 두께 

모드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각 모델 간의 차이가 약 

3 dB 이내로 나타난다.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굽힘 모

드의 영향이 커지면서 단순 집중소자 모델에서는 점

점 더 큰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굽힘 모드가 

포함된 집중소자 모델은 유한요소 모델 결과와 비교

적 일치하고 있다. 2f0 이상의 주파수는 굽힘 모드가 

훨씬 더 지배적이며 주엽과 비슷한 레벨의 부엽이 생

성되는 지향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소자 모

델의 정합성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다.

3. 원통형 능동 소나 배열의 

반복법 기반 배열 해석 

3.1 배열 해석 모델의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백 개의 트랜스듀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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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대형 배열 전체를 유한요소법으로 해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48개 톤필츠 트랜스듀서로 구성된 원통형 배열의 

전체 영역을 예로 들더라도, 공진주파수 부근에서 

트랜스듀서 영역을 제외한 매질 영역의 총 자유도

가 대략 60만 개에 불과한 반면, 트랜스듀서 영역

까지 포함할 경우 총 자유도는 6배 이상 급증한 약 

400만 개에 이르게 된다. 이는 해석 영역이 증가하

는 영향도 있겠지만, 트랜스듀서 형상 및 부품의 특

성 길이에 의해 트랜스듀서 영역의 격자 크기가 매

질 영역의 그것보다 작아짐과 동시에, 격자 크기는 

공간적으로 급격히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트랜스듀

서 근처에 있는 매질의 격자 크기 또한 함께 작아

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장에서는 계

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위 트랜스듀서의 집중소자 

모델을 반영한 배열 방정식을 중심으로 배열 해석

을 수행한다. 즉, Fig. 7(a)와 같이 배열 해석 모델을 

트랜스듀서 모델, 음향 모델 및 전파 모델로 나눈

다. 음향 모델로는 배열 형상이 복잡하거나 소나 돔

(sonar dome)이 존재하는 등 경계요소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다루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적

용하였다. 계산효율 상 음향 모델 영역을 최소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거리 음장 예측을 위한 전

파 모델은 헬름홀츠-키르히호프 적분과 같은 경계

요소 해석을 적용한다. 각 모델 간의 연계성은 Fig.

7(b)와 같다. 트랜스듀서 모델에서는 방사면에 작용

하는 음향 힘(acoustic force) 와 인가전압 

로부터 방사면 속도 와 전류 를 계산하

며, 음향 모델에서는 방사면 속도로부터 음향 힘을 

계산한다. 트랜스듀서 모델과 음향 모델은 서로 연

성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풀어져야 하며, 두 모델에

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배열의 방사면 속도로부터 

전파 모델을 통해 원하는 지점의 음압 를 계

산할 수 있다.

3.2 배열 방정식 및 반복법

배열의 경우 주변 트랜스듀서들의 음향 방사로 

인해 표면에 추가적인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방

사 임피던스가 단일 트랜스듀서의 경우와는 다른 값

을 갖게 되는 소위 음향결합 효과가 발생한다. 두 

개의 트랜스듀서 사이의 음향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식 (4)와 같이 정의된 상호 방사 임피던스의 개념을 

(a) Transducer, acoustics, 
and propagation sub-models

(b) Coupling between sub-models

Fig. 7 Models for array analysis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배열을 구성하는 모

든 트랜스듀서에 의한 음향결합 효과를 포함하는 방

사 임피던스를 식 (5)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4)

  


 



  






  






. (5)

위에서  는 트랜스듀서의 인덱스(index)이며, 

는 상호 방사 임피던스, 는 번째 트랜스듀서에 

의해 번째 트랜스듀서 방사면에 작용하는 힘, 와 

는 각각 번째 및 번째 트랜스듀서 방사면의 속

도, 
는 번째 트랜스듀서에 의해 생성된 번

째 트랜스듀서 방사면의 특정 지점()에서의 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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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번째 트랜스듀서 방사면 상의 미소 면적을 

의미한다.  , 는 각각 번째 트랜스듀서의 총 방

사 임피던스와 음향 힘을, 은 배열을 구성하는 트

랜스듀서의 개수를 의미한다. 배열에 대해서 정의된 

식 (5)의 방사 임피던스 항을 각각의 트랜스듀서에 

대해 적용하면, 음향 결합 효과를 반영하여 배열 내 

모든 단위 트랜스듀서들의 전기-기계적 거동을 기술

하는 쌍의 연립방정식, 즉 배열 방정식을 식 (6)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

(6)

여기서 
 는 전압이 0일 때 트랜스듀서의 기계적 

임피던스(mechanical impedance), 와 는 각

각 전기-기계 및 기계-전기 변환 계수, 는 고정

(clamped) 조건에서의 전기적 어드미턴스를 의미한

다. 배열 방정식은 Fig. 7(a)의 트랜스듀서 모델의 

지배 방정식으로서, 식 (6)의 첫 번째 식은 기계적 

거동을, 두 번째 식은 전기적 거동을 기술한다. 음

향결합을 반영하기 위한 항은 첫 번째의 지배 방정

식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방정식을 위주로 논한다. 기계적 지배 방정식에서 

도출된 방사면 속도를 두 번째 전기적 지배 방정식

에 대입하면 전류 값이 계산된다. 배열 방정식을 통

해 주어진 인가전압 에 대하여 방사면 속도 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 즉 ×  크기의 방사 

임피던스 행렬 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며, 이는 

Fig. 7(a)의 음향 모델에서 이루어진다. 대칭행렬

(symmetric matrix)인 의 모든 원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의 음향 모델 해석(유한요

소 해석)이 요구된다. 음향 모델의 해석 횟수가 단

위 트랜스듀서의 개수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배

열 해석에 요구되는 방대한 연산량은 대부분 의 

계산에 기인하고 있다.

연산량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음

과 같이 반복법 기반의 배열 해석을 제시한다. 먼저 

식 (6)의 첫 번째 지배 방정식을 식 (7)과 같이 기술함

으로써 주변 트랜스듀서와의 음향결합 효과를 상호 

방사 임피던스가 아닌 음향 힘의 형태로 반영한다.

  
 

   . (7)

위에서 i번째 트랜스듀서 방사면에 작용하는 음향 

힘  
  



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트랜

스듀서와의 음향결합을 반영하고 있다. 식 (7)은 방

사면 속도 를 구하기 위하여 음향 힘  내 를 

알아야 하는 내재적(implicit) 방정식이다. 내재적 방

정식의 수렴 해를 도출하기 위해서 식 (7)을 다음 

식 (8)과 같이 반복 과정이 포함된 형태로 다시 기

술할 수 있다.

 







 





 






  . (8)

위에서 은 현재까지의 반복 횟수, 
는 번째 

반복 단계에서 번째 트랜스듀서 방사면의 음향 힘, 


은 ()번째 반복 단계에서 갱신된 번째 

트랜스듀서의 방사면 속도를 의미한다. 식 (8), 혹은 

그에 준하는 특정 트랜스듀서 모델에 대한 배열 방

정식의 해를 도출하는 반복법 기반 배열 해석의 구

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구동전압 1 V를 가정하고 단일 트랜스듀서의 

독립적 해석(여기서는 2장의 톤필츠 단순 집

중소자 모델 이용)을 통해 계산된 방사면의 

속도를 배열 내 모든 트랜스듀서 방사면 속도

의 초기 가정치로서 동일하게 설정

② 현재 반복 단계의 방사면 속도의 값을 경계 

조건으로 음향 모델의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

과로부터 각각의 방사면에 대해 음압을 적분

하여 개별 트랜스듀서에 대한 음향 힘을 계산

③ 계산된 음향 힘을 식 (8)과 같은 트랜스듀서 

모델의 입력조건으로 하여 각 트랜스듀서 별 

새로운 방사면 속도를 도출

④ 이전의 반복 단계에서 계산된 방사면 속도와

의 상대적인 오차를 비교하여 수렴 여부를 판

단하고, 정해진 수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②단계부터 다시 반복하고,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반복 과정을 종료

반복법 기반 해석의 연산량(혹은 음향 유한요소 

모델 해석 횟수)은 방사 임피던스 행렬을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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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단위 트랜스듀서의 개수와

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해(방사면 속도)의 수렴 

속도와 더 관련이 깊다. 따라서 배열을 구성하는 단

위 트랜스듀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반복법 기반의 

해석이 기존 방법보다 연산량 측면에서 더 우수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 반복 단계 값 대비, 현재 

단계에서의 방사면 속도의 실수부 및 허수부 상대 

오차가 배열 전체에 걸쳐 모두 1 % 이하가 되도록 

수렴 조건을 설정하였다. 다음 장에서 언급될 비교 

검증 문제의 경우 모든 주파수에서 5회 이내의 반

복 과정으로 계산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16회의 음

향 유한요소 해석을 요하는 기존의  기반 해법

에 비해 계산시간이 3배 이상 단축된 것으로서 계

산효율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해석하고자 하는 배열의 트랜스듀서 

개수가 실제 소나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다면 계산효율성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다.

3.3 반복법 기반 해석의 수학적 정합성 검증

반복법 기반 배열 해석의 수학적 정합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총 48개의 단위 트랜스듀서로 구성된 

원통형 배열을 상정하고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의 비

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단위 트랜스듀서로는 2장에

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형상과 재질의 톤필츠 트랜

스듀서를 가정했으며, Fig. 8과 같이 트랜스듀서와 

매질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

였다. 둘레 방향으로 12개, 축 방향으로 4개의 단위 

트랜스듀서를 배열하였으며, Fig. 8(a)는 배열의 전체

적인 형상 및 구조를, Fig. 8(b)는 위에서 본 이 배

열의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z축이 원통형 배열의 

축 방향이 되고 양의 y축이 전방을 향하도록 하였

으며, xy 평면(  )이 원통형 배열의 중앙을 지나

면서 원점은 배열의 중심에 오도록 좌표계를 정의하

였다. 능동 소나 배열이 전방으로만 음향을 방사하

는 지향성 방사 모드를 가정하기 위하여, 양의 y축

을 중심으로 배열 전체의 1/3, 즉 120˚ 방위각에 포

함되는 트랜스듀서들만을 동일한 크기와 위상의 전

압으로 구동하는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따라

서 Fig. 8에서 음영 처리된 16개의 트랜스듀서에 대

해서만 인가전압 조건을 부여하였고, 나머지 비구동 

트랜스듀서들의 방사면 및 주변 차단막 프레임에는 

강성 경계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구동되지 않는 트랜

스듀서들은 계산 영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방

사면을 제외한 트랜스듀서 외부 경계에는 별도의 고

정 없이 자유 경계 조건을 가정하였다. 구동되지 않

는 트랜스듀서들에 대해서는 전압이 0인 단락(short) 

상태를 가정한 채로 계산 영역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톤필츠 트랜스듀서의 경우 

질량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며 이 논문의 원통형 배

열은 곡률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강성 경계 조

건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Fig. 8(b)와 같

이 매질 영역의 외부에는 완전 정합층을 덧붙여서 

음향 반사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은 

2장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한

편 트랜스듀서 간 음향결합의 영향을 함께 파악하기 

위해서, Fig. 7의 배열 해석을 음향결합의 반영 없이, 

(a)

(b)

Fig. 8 (a) A cylindrical active sonar array composed 
of 48 Tonpilz transducers for full finite-ele-
ment simulation and (b) a bird’s eye view of 
the computational 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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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사면 속도의 갱신을 위한 반복 과정 없이 수행

한 결과와도 비교 대조하였다.

전 영역 유한요소 해석, 반복법 기반 배열 해석, 

그리고 음향결합의 반영 없이 수행된 해석의 송신 

전압 감도의 결과가 Fig. 9에 비교되어 있다. 세 가

지 해석 모두 원통형 배열을 완전히 포함하는 원통

형 폐곡면에서의 음압 및 음압 구배를 헬름홀츠-키

르히호프 적분의 입력 조건으로 하여 양의 y축 방

향으로 30 m 지점에 대한 음압을 계산하였으며, 구

형 퍼짐(spherical spreading)을 가정한 거리 보상을 

통해 1 m 지점 기준의 송신 전압 감도 값을 산출하

였다. 굵은 실선은 배열 및 매질을 포함하는 전 영

역 유한요소 해석, 얇은 실선은 반복법 기반 배열 

해석, 그리고 파선은 방사면 속도의 갱신 없이 단순 

집중소자 모델의 초기 값으로만 계산된, 즉 음향결

합이 고려되지 않은 해석의 결과를 의미한다. 반복

법 기반의 해석과 전 영역 유한요소 해석을 비교해

보면, 주요 설계 주파수 영역인 1.0f0와 1.1f0 사이에

서는 1 dB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하의 

낮은 주파수에서는 2.5 dB 이내의 비교적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낸다. 주파수가 1.1f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전 영역 유한요소 해석의 송신 전압 감도는 크게 감

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반복법 기반 해석의 송신 

전압 감도는 감소폭이 작아 오차가 점점 커지는 경

향이 존재한다. 이는 단일 트랜스듀서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듯이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서 발현되는 굽힘 모드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반

면, 단순 집중소자 모델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 없기 

Fig. 9 TVR of a cylindrical active array calculated 
using full finite element analysis (bold solid 
line), array analysis with acoustic coupling 
(thin solid line), and array analysis without 
acoustic coupling (bold dashed line)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로 추정된다. 한편 음향결합의 

반영 여부에 따른 송신 전압 감도의 차이는 공진 주

파수 부근에서 최대 1.5 dB 정도로 나타나며, 따라

서 트랜스듀서 간 음향결합이 배열의 송신 전압 감

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 후반에 언급될 표면속도 및 방사 임

피던스의 측면에서는 음향결합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

다고 할 수 있겠다.

Fig. 10은 전 영역 유한요소 해석에서 최대 송신 

전압 감도가 나타나는 주파수 1.08f0를 포함하여 서

로 다른 3개의 주파수에서의 각 해석 방법에 따른 

음압 분포를 도시하고 있으며, Fig. 10(a)는 xy 평면

(  ), Fig. 10(b)는 yz 평면(  ) 상의 분포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두 주파수(0.78f0 및 1.08f0)에서는 

반복법 기반 해석과 유한요소 해석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 높은 주파수(1.19f0)에서는 비교

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높은 주파수에서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송신 전압 감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트랜스듀서의 단순 집중소자 모델이 전면추

의 굽힘 모드를 반영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단순 

집중소자 모델을 대신하여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굽힘 모드가 반영된 집중소자 모델을 적용하면 해당 

오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음향결합의 

반영 여부에 따른 음압 분포가 세 주파수에서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트랜스듀서 

간 음향결합이 배열의 송신 전압 감도는 물론 음압 

분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배열을 구성하는 48개의 트랜스듀서 중에서 구동

되는 16개의 방사면 속도 크기를 3개의 대표 주파

수에 대해 Fig. 11에 도시하였다. 실제로는 곡면 상

에 배치된 각각의 단위 트랜스듀서들이 양의 y축에 

연직한 평면 위에 펼쳐진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Fig. 11의 첫 번째 행은 전 영역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로서 각 트랜스듀서 방사면 속도 크기에 분포가 

존재하며, 두 번째 행은 각 방사면에 대해 해당 속

도 분포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으로서 트랜스듀서마

다 하나의 대푯값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은 각각 반복법 기반 배열 해석 및 음향결합

의 반영이 없는 배열 해석의 결과로서 각 트랜스듀

서마다 단일 방사면 속도를 보인다. 네 번째 행은 

음향결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트랜스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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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걸쳐 균일한 방사면 속도를 보이지만, 첫 번째

부터 세 번째 행까지는 음향결합이 반영됨에 따라 

(a) xy plane

(a) yz plane

Fig. 10 Acoustic pressure distribution in (a) xy and 
(b) yz planes calculated using full finite ele-
ment analysis, array analysis with acoustic 
coupling, and array analysis without acoustic 
coupling at three representative frequencies

트랜스듀서 간 균일하지 않은 방사면 속도 분포가 

나타나게 된다. 반복법 기반 해석을 통해 도출된 방

사면 속도 분포(세 번째 행)는 전 영역 유한요소 해

석 결과(두 번째 행)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

금씩 크게 산출되며(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에서의 

컬러바 범위가 다름에 유의), 이는 Fig. 9의 송신 전

압 감도 혹은 Fig. 10의 음압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향 결합에 의한 방

사면 속도 분포의 양상을 비교해 보면 전 영역 유한

요소 해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방사

면 속도가 크거나 작은 트랜스듀서들의 위치가 동일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반복법 기반 해석이 배

열 방정식을 바르게 계산함에 따라 트랜스듀서 간의 

Fig. 11 Surface velocity amplitude and its average 
value calculated using full finite element 
analysis, array analysis with acoustic cou-
pling, and array analysis without acoustic 
coupling at three representative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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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결합 효과가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4 트랜스듀서 간 음향결합의 영향

반복법 기반 배열 해석으로부터 대표적인 세 주

파수에 대해 계산된 각 트랜스듀서의 방사 임피던스

를 물의 특성 임피던스에 면적을 곱한 값( )으

로 정규화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Fig. 12(a)에는 

방사 임피던스의 실수부를, Fig. 12(b)에는 방사 임

피던스의 허수부를 도시하였는데, 음향결합에 의해 

트랜스듀서 위치에 따라 방사 임피던스의 편차가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최대 송신 전압 감도를 갖는 

1.08f0의 주파수에서 상하 방향으로 가장자리에, 좌

우 방향으로 중앙부에 있는 트랜스듀서들의 방사 리

액턴스 값이 주변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음향 

힘과 방사면 속도의 위상이 어긋나 해당 트랜스듀서

가 매질로 충분한 음향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트랜스듀서들의 반작용(reactive)적

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 임피

던스의 편차로 인해 트랜스듀서 표면의 압력도 달라

지기 때문에, 음향결합의 효과로 음압이 크게 형성

되는 지점이 있을 경우 공동(cavitation) 현상의 위

험이 존재할 수 있다(2). 이와 같이 트랜스듀서 간 

음향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방사 임피던스의 공간적 

편차는 능동 배열 설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Figs. 10~12에 도시된 해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트

랜스듀서 간 음향결합이 배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a) Radiation resistance(
)

(b) Radiation reactance(
)

Fig. 12 (a) Radiation resistance and (b) radiation re-
actance calculated via iteration-based array 
analysis at three representative frequencies

해보면, 음향결합의 반영 여부에 따라 배열의 송신 

전압 감도와 음장 분포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음향결합은 배열의 음향 성능보다는 개별 트랜스듀

서의 기계 및 전기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 기계적 측면에서는 일부 트랜스듀서

들의 과도한 변위에 의해 기계적 파손, 몰딩재 결합 

이상, 몰딩재 노화(aging) 및 경화(hardening)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2), Figs. 10~12에서 최대 송신 전

압 감도를 갖는 1.08f0의 예를 보면 중심부에 배치

된 트랜스듀서들이 주변보다 큰 속도를 보이기 때문

에 그러한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

기적 측면에서는 식 (6)의 두 번째 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사면 속도의 편차가 전류의 편차를 유

발하고 이로부터 각 트랜스듀서의 전기적 임피던스 

특성이 변함으로써 증폭기 내 정합회로의 전력 전달 

효율이 감소하거나 과부하가 야기될 위험이 있다(2). 

이와 같이 능동 소나 프로젝터 배열에 있어 트랜스

듀서 간 음향결합은 배열의 음향 성능보다는 전기/

기계적 특성 편차에 따른 유지보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능동 소나 배열의 해석 및 개념 

설계를 위해 방사 임피던스 행렬의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반복법 기반의 계산효율적 배열 해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배열 해석의 근간이 되는 배열 방정식을 구성하

기 위하여 톤필츠 트랜스듀서의 단순 집중소자 모델

을 도출하였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해당 모델을 

검증하였다. 전체 배열의 1/3이 16개의 톤필츠 트랜

스듀서로 이루어진 원통형 능동 소나에 대해 배열 

방정식을 구성하고, 방사면 속도의 갱신을 위한 반

복법을 통해 수렴 해를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반복

법 기반 배열 해석의 우수한 수렴 속도를 확인하였

으며, 예측된 배열의 음향 및 전기/기계적 특성을 

전 영역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반복

법 기반 배열 해석의 수학적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듀서 간 음향결합이 배열의 음향 

성능보다는 개별 트랜스듀서의 기계/전기적 특성, 

나아가 유지보수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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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반복법의 수렴성에 대한 수학적 고찰

과 함께 단위소자 전면추의 굽힘 모드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집중소자 모델의 반영을 통하여 해석

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나아가 

이 반복법을 소나 돔을 포함한 실제 소나 시스템

의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그 물리적 정합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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