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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능동 반향음 제어용 타일형 프로젝터의 안정적 음향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위 트랜스듀서 간 성능의 

균일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재료 물성 편차 및 공정상 오차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단위 트랜스듀서 간 성능편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타일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송신전압감도 및 지향성)은 물론 반향음 제어 성능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일형 프로젝터 제작 시 단위 트랜스듀서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트랜스듀서 간 성능

편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6 dB의 송신전압감도 편차를 갖는 36개의 단위 

트랜스듀서를 상정하고 이들의 배치 방식에 따른 타일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을 일련의 음향-압전  연성 모사실험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핵심용어: 타일형 프로젝터, 단위 트랜스듀서 성능편차, 방사 특성, 배치 방식

ABSTRACT: Uniformity in transducer performance is a must-have to ensure the reliable acoustic performance 

of a tile projector, used for active echo reduction. However, practical limitations imposed by variations in material 

properties and fabrication errors lead to performance variations among unit transducers, which could degrade the 

radiation characteristics (transmitting voltage response and directivity) of the tile projector and ultimately the echo 

reduction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to minimize these adverse effects via an appropriate placement 

of unit transducers within the tile projector. To this end, we perform a series of coupled acoustic-piezoelectric 

simulations, assuming a group of 36 unit transducers having 6 dB variations in transmitting voltage response, to 

analyze and compare th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tile projectors under different transducer placement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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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향 스텔스는 잠수함의 생존성 및 작전 수행능력

을 결정짓는 주요 기술로서 크게 자함의 방사소음 

억제와 적함 능동 소나 신호의 반향음 감소를 통해 

구현된다. 지난 수십 년 간 세계 주요 해군은 소나 반

향음 감소를 위하여 잠수함 선체 표면에 부착하여 

입사파를 흡수하는 무반향 타일을 사용하여 왔다.
[1]

 

그러나 최근 저주파 능동 소나의 등장과 더불어 기

존의 무반향 타일을 보완 혹은 대치할 새로운 개념

의 음향 스텔스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1 k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에서는 무반향 성능 유지에 필요한 수동 

타일의 두께가 수 m에 다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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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ile projector consisting of 9 transducers. 

(This is Fig. 7 of Reference [9],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Copyright 2014 Acoustical Society of Korea).

Fig. 2. Comparison of 2-D acoustic pressure distribution 

produced by tile projectors (a) with uniform transducer 

performance and (b) with variations in transducer 

performance.  

이에 기존 타일의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저주파 대역

에서 반향음 감소가 가능하도록 타일 내 단수 혹은 

복수의 음향 트랜스듀서를 포함하는 능동 무반향 타

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9]

 최근 국내에서는 

복수의 음향 트랜스듀서를 rho-c 고무 타일 내 정방

형으로 배치한 타일형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저주파 

반향음을 제어하는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
[9]

 Fig. 1

에 보이는 바와 같이 타일형 프로젝터에는 통상적으

로 9개에서 36개 사이의 단위 트랜스듀서들이 정방

형으로 배열되는데, 이들 간 음향 성능의 균일성은 

안정적 음향 방사 특성 및 반향음 제어 성능을 확보

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타일형 프로젝터는 일반 

프로젝터 배열과 달리 음향 스텔스의 구현을 그 목

적으로 하는 바, 방사 특성에 있어 보다 엄격한 조건

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일 프로젝터의 성

능 불량은 적함에게 피탐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료 물성 편차 및 공정상 오차 

등으로 인하여 단위 트랜스듀서 간 성능편차가 불가

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성능편차는 Fig.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일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능동 반향음 제어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일형 프로젝터 제작 시 단위 트

랜스듀서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트랜스듀서 간 성

능편차에 기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다. 타일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을 

대변하는 성능지표로서 방사 임피던스, 송신전압감

도(Transmitting Voltage Response, TVR) 및 지향성을 

선택하고, 이들 성능지표들의 향상을 위한 단위 트

랜스듀서 배치 방안을 일련의 전산모사실험을 통하

여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위 트랜스듀서 모사

를 위한 집중소자해석과 음향장 계산을 위한 유한요

소/경계요소해석을 아우르는 음향-압전 연성 해석

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음압, 입자속도 등의 기본 음

향물리량은 물론 방사 임피던스, TVR, 지향성 등의 

복합 음향물리량을 예측하였다. 

II. 단위 트랜스듀서 배치 방식에 따른 

타일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 변화

2.1 단위 트랜스듀서 및 타일형 프로젝터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총 36개 단위 트랜스듀서의 정방형 

배열로서 구성된 타일형 프로젝터를 상정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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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tions in PZT ring parameters used in 

simulations.

Parameter Variation

Outer radius ± 3 %

Inner radius    ± 6.5 %

Thickness    ± 2.5 %

Coupling coefficient (e33)   ± 25 %

Fig. 3. Variation in TVR of 36 transducers.

단위 트랜스듀서 간 음향 성능편차를 모사하기 위하

여 집중소자(lumped element) 모델에 기반한 단위 트

랜스듀서의 모사를 수행하였다. 집중소자 모델의 입

력변수 설정 시, 각 단위소자 내 PZT 링의 외경, 내경, 

두께 및 33-모드 종방향 결합계수(coupling coefficient)

가 Table 1과 같이 평균치로부터 일정 범위 내 편차를 

갖도록 하여 총 36개의 입력변수 조합을 설정하였

다. 위 36개 입력변수 조합에 대한 집중소자해석 결

과, Fig. 3과 같이 단위 트랜스듀서 간 최대 6 dB의 

TVR 편차를 갖는 단위 트랜스듀서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TVR은 트랜스듀서에 1 V가 인가

되었을 때 트랜스듀서 표면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

점에서의 음향강도 레벨로서 정의된다. 

다음으로 단위 트랜스듀서 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타일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 해석을 위하여 단위 

트랜스듀서 모사 및 근접장 음향 계산을 연동하여 

수행하였다. 본 단계에서 산출되어야 할 주요 물리

량은 각 단위 트랜스듀서 표면에서의 음압 및 입자

속도이다. 단위 트랜스듀서 표면에서의 힘(음압의 

표면적에 대한 적분)과 입자속도의 비는 방사 임피

던스 , 즉, 방사효율의 척도가 되며, 나아가 표면 입자

속도는 레일레이 적분의 입력변수로서 근접장 및 원

거리장에서의 음압 및 기타 음향 물리량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10]

 단위 트랜스듀서의 표면속도는 Eq. (1), 

소위 배열 방정식의 해로서 구해진다.
[11]

 

  
 

 









. (1)

위 식에서 
 와 은 i번째 단위 트랜스듀서의 

기계적 임피던스 및 전기-기계 변환상수이며, 는 

단위 트랜스듀서 간 상호 방사 임피던스, 와 는 

번째 단위 트랜스듀서의 표면속도 및 입력전압이다. 

파라미터 
 와 은 단위 트랜스듀서를 집중소

자 모델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며, 상호 방

사 임피던스 는 다음 Eq. (2)에 따라 얻어진다. 





 
. (2)

위 식에서 
는  j번째 단위 트랜스듀서만 가진

되고 나머지 단위 트랜스듀서들은 고정되었다고 가

정할 때 i번째 단위 트랜스듀서 표면에 작용하는 음

압을 의미하며, 이를 i번째 단위 트랜스듀서의 면적

에 대하여 적분하면 해당 힘이 얻어진다. 여기서 음압 


의 계산은 레일레이 적분을 이용한다. 시스템 

파라미터 
 ,  및 가 확정되면, 주어진 입력

전압 에 대하여 배열 방정식[Eq. (1)]을 미지수 

에 대하여 풀 수 있고, 이로부터 각 단위 트랜스듀서 

표면에서의 방사 임피던스가 Eq. (3)과 같이 얻어진다.











 






 .  (3)

위 식에서 는 단위 트랜스듀서 표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와 는 각각 방사 임피던스 의 실수

부와 허수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모

든 단위 트랜스듀서에 대하여 균일한 입력전압 


 을 인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위에서 구한 각 단위 트랜스듀서의 

표면속도를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의 입력조건으로 하여 근접장 및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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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fferent schemes for placement of 36 transducers.

장을 모두 포함하는 음향장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로

부터 타일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을 대변하는 TVR 

및 지향성을 예측하였다. 여기서 지향성은 원거리장 

임의의 위치 에서의 음압과 방사축 상 동일거리

   에서의 음압과의 비로 정의된다.

 
  


. (4)

2.2 프로젝터 내 단위 트랜스듀서 배치 방식

본 연구에서는 단위 트랜스듀서 배치 방식과 타일

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

해 Fig. 4와 같이 4가지 배치 방법을 고려하였다. 

2.2.1 중앙 가중형(Center-weighted)

프로젝터 중앙에 TVR이 높은 고성능 단위 트랜스

듀서를 집중적으로 배열하고 둘레에 TVR이 낮은 단

위 트랜스듀서를 배치하는 방식.

2.2.2 둘레 가중형(Perimeter-weighted)

프로젝터 둘레에 TVR이 높은 고성능 단위 트랜스

듀서를 배열하고 중앙으로 갈수록 TVR이 낮은 단위 

트랜스듀서를 배치하는 방식. 

2.2.3 분산형(Distributed)

TVR을 고려하여 36개의 단위 트랜스듀서를 프로

젝터 전반에 고르게 분산하여 배치하는 방식. 

2.2.4 군집형(Clustered)

36개의 단위 트랜스듀서를 TVR에 따라 상(Good), 

중상(Intermediate-good), 중하(Intermediate-bad) 및 하

(Bad)의 4개 군집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프로젝터의 

각 사분면에 배치하는 방식. 

2.3 타일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 변화

단위 트랜스듀서 배치 방식에 따른 프로젝터의 성

능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중앙 가중형과 둘레 가중

형, 그리고 분산형과 군집형 간의 방사 특성을 비교

하였다. 

2.3.1 중앙 가중형과 둘레 가중형의 비교

단위 트랜스듀서 간 상호작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로 나누어 비교를 실시하였다. TVR은 방사면의 연

직 축상에서 원거리장 조건을 만족하는 5 m 지점에

서의 음압값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를 1/r 퍼짐 효과

로 보상하여 1 m 지점에서의 값으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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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TVR of center-weighted and 

perimeter-weighted projectors.

Fig. 6. Comparison of real (left column) and imaginary

(right column) parts of radiation impedance of (a) 

center-weighted and (b) perimeter-weighted projectors. 

Fig. 7. Comparison of force (left column) and particle 

velocity (right column) at the surface of (a) center- 

weighted and (b) perimeter-weighted projectors. 

Fig. 5에 보이듯이 두 배치 방식 모두 상호작용 고려 

여부에 따라 예측된 TVR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둘레 가중형 프로젝터가 중

앙 가중형에 비해 중심주파수에서 다소 높은 TVR을 

보였으나, 두 배치 방식 간에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주파수에서의 방사 임피던스는 Fig. 6에 도시

되어 있다. Fig. 6의 좌측은 실제 음향방사와 관련된 

임피던스의 실수부, 우측은 음압과 입자속도 간의 

위상차를 대변하는 허수부를 나타내며,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 와 단위 트랜스듀서 표면적 로써 무

차원화 되었다. 능동 반향음 제어를 위한 타일형 프

로젝터의 경우 공간적으로 균일한 방사 임피던스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능동 제어 시 사

용하는 음향 수신 센서(참조 및 오차 센서)가 타일형 

프로젝터 두께 상의 제약으로 인해 단위소자에 매우 

근접하게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능

동 임피던스 정합 기법은 프로젝터 표면에 걸쳐 균

일한 음향 물리량을 가정하는데(평면파 가정),
[3, 9]

 단

위 트랜스듀서 간 방사 임피던스의 차이가 크면 인

접한 센서에 감지되는 음향신호의 대표성 혹은 정확

성이 담보될 수 없다. 중앙 가중형의 경우, 단위 트랜

스듀서 간 방사 임피던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

며, 특히 중앙부에 위치한 4개의 고성능 단위 트랜스

듀서는 주변부의 그것에 비해 오히려 낮은 방사 효

율을 보인다[Fig. 6(a)]. 이는 타일형 프로젝터의 특성 

길이가 해당 음파의 파장보다 큰 사실에 기인한다. 

주변부 단위 트랜스듀서로부터 생성된 음파는 다양

한 위상차를 갖고 중앙부에 도달하게 되는데, 중앙

부의 고성능 단위 트랜스듀서들은 이러한 주변부와

의 상호작용에 비교적 둔감하여 사실상 입력전압에 



단위 트랜스듀서 간 성능편차를 갖는 타일형 프로젝터의 음향방사 특성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Vol.35, No.6 (2016)

441

Fig. 8. Comparison of directivity of (a) center-weighted 

and (b) perimeter-weighted projectors.

Fig. 9. Comparison of directivity of projectors with no 

windowing (solid line) and with cosine windowing 

(dashed line). 

Fig. 10. Comparison of TVR of projectors with distributed 

and clustered transducers.

따른 표면속도를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Fig. 7(a)우

측 열]. 이를 상호 방사 임피던스의 개념과 배열 방정

식[Eq. (1)]을 사용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에 둔감: 
  ≫ ≠,  (5)

주로 입력전압에 의해 정해지는 표면속도: 

≈
 


. (6)

따라서, Fig. 7(a)와 같이 중앙부에서는 표면의 힘과 

입자속도 간에 큰 위상차가 발생하며 이는 낮은 방

사 효율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 가중형

과 둘레 가중형의 정규화된 방사 임피던스 허수부의 

표준편차는 각각 0.0976과 0.0817이며, 평균은 각각 

0.0837과 0.0699로 계산되었다. 이는 둘레 가중형이 

중앙 가중형에 비해 공간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방사 

임피던스[Fig. 6(b)]와 비교적 작은 위상차[Fig. 7(b)]

를 보이며, 모든 단위 트랜스듀서에 걸쳐 고르게 음

파를 방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8은 중심주파수에서의 지향성을 비교하고 있

다. 중앙 가중형은 0°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첫 번째 

부엽(side lobe)의 레벨이 –13.46 dB, 두 번째 부엽이 –

20.67 dB인데 반해, 둘레 가중형은 첫 번째 부엽이 –

11.53 dB, 두 번째 부엽이 –16.34 dB인 빔 패턴을 보인

다. 따라서 중앙 가중형이 둘레 가중형에 비해 부엽 

억제 측면에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부엽은 회절 효

과의 산물로서 프로젝터 크기의 유한함에 기인한다. 

부엽의 발생 위치 및 크기를 포함하여 지향성에 관

한 정보는 Fig. 9와 같이 프로젝터 표면속도를 k-space

로 공간 푸리에 변환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Fig. 9

에는 부엽 억제를 위하여 표면속도의 공간 윈도윙을 

수행한 결과가 함께 도시되어 있다. 공간 윈도윙이 

적용되지 않은 균일한 표면속도의 경우 k-space에서 

sinc 함수에 준하는 지향성 및 부엽 발생이 관찰되나, 

코사인 윈도윙 후에는 부엽 발생이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 가중형 프

로젝터의 경우, 저성능 단위 트랜스듀서들이 주변부

에 배치됨으로써 사실상의 공간 윈도윙 효과(부엽 

억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3.2 분산형과 군집형의 비교

분산형과 군집형 배치 하의 TVR이 Fig. 10에 도시

되어 있다. 앞서 Fig. 5의 예에서와 같이 두 배치 방식 

모두 상호작용 고려 여부에 따라 TVR에 상당한 차

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트랜스듀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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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real (left column) and imaginary 

(right column) parts of radiation impedance of projectors 

with (a) distributed and (b) clustered transducers.

Fig. 12. Comparison of force (left column) and particle

velocity (right column) at the surface of (a) distributed 

and (b) clustered projectors. 

Fig. 13. Comparison of directivity of projectors with 

distributed and clustered transducers.

의 해석에 있어 단위 트랜스듀서 간 상호작용이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함을 방증한다. TVR 측면에서 분산형

과 군집형 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 임피던스의 계산 결과는 Fig. 11에 도시되어 

있다. 두 배치 방식 간의 방사 임피던스 실수부는 공

간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Fig. 11 좌측 열), 이

는 Fig. 10의 서로 유사한 TVR로도 나타난다. 다만, 

군집형의 경우 군집들의 상대적 위치에 기인하여 방

사 임피던스가 대각선 대칭을 이루는 경향이 관찰된

다[Fig. 11(b)]. 한편, Fig. 12에 도시된 힘과 입자속도 

간의 위상차를 비교해 보면 분산형은 힘과 입자속도 

간의 위상차가 작은 반면에 군집형은 군집된 단위 

트랜스듀서의 성능에 따라 힘과 입자속도 간에 비교

적 큰 위상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분산형과 군집

형의 정규화된 방사 임피던스 허수부의 표준편차는 

각각 0.0713과 0.1008로, 평균은 각각 0.0630과 0.0851

로 산출되었으며, 이로부터 방사 임피던스의 공간적 

균일성 및 위상 측면에서 Figs. 6과 11의 4가지 배치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분산형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Fig. 13은 두 배치 방식 간의 지향성 차이를 보여준

다. 분산형의 경우 YZ 평면에서의 빔 패턴이 대칭적

인 반면, 군집형은 뚜렷한 비대칭성(첫 번째 부엽의 

좌우 레벨 차이가 최대 5.8 dB)을 보인다. 이는 군집

형 배치의 경우 YZ 평면에 투영된 단위 트랜스듀서

의 배치가 비대칭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빔 패턴의 대칭성 측면에서 볼 때 분산형이 

더 우수한 배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첫 번째 및 두 

번째 부엽의 레벨은 분산형이 각각 –12.91 dB 및 –19.26 

dB, 군집형은 –10.50 dB 및 –18.13 dB이다. 

결론적으로 타일형 프로젝터의 TVR은 단위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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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ndard deviations and averages of radiation

reactance.

Placement scheme Standard deviation Average

Center-weighted 0.0976 0.0837

Perimeter-weighted 0.0817 0.0699

Distributed 0.0713 0.0630

Clustered 0.1008 0.0851

Table 3. First and second side-lobe level.

Placement scheme 1
st
 side-lobe level 2

nd
 side-lobe level

Center-weighted -13.46 dB -20.67 dB

Perimeter-weighted -11.53 dB -16.34 dB

Distributed -12.91 dB -19.26 dB

Clustered -10.50 dB -18.13 dB

스듀서의 배치 방식에 둔감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TVR은 원거리장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

향성과는 달리 방사면의 연직축상에서 정의되는 지

표이므로 각 단위 트랜스듀서의 성능을 경로차 없이 

고르게 반영하는 경향이 큰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지향성은 단위 트랜스듀서의 배치 방식

에 매우 민감하며, Tables 2와 3에서 정리된 방사 임

피던스의 표준편차와 평균값 그리고 부엽의 레벨을 

비교하여 알 수 있듯이 중앙 가중형이 부엽 억제 측

면에서, 그리고 분산형이 빔 패턴의 대칭성과 방사 

임피던스의 공간적 균일성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위 트랜스듀서 간 성능편차가 타

일형 프로젝터의 방사 특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단위 트랜스듀서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집중소자 모델에 기반한 단위 트랜스듀서 모사를 수

행하여 6 dB의 송신감도 차이를 보이는 36개의 가상 

단위 트랜스듀서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방형

으로 배열한 타일형 프로젝터를 상정하여 4가지 단

위 트랜스듀서 배치 방식(중앙 가중형, 둘레 가중형, 

분산형, 군집형) 하에서의 음향 방사 특성을 비교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송신전압감도 TVR은 배치 방식

과 무관하게 서로 유사하였으나, 지향성에 있어서는 

중앙 가중형이 부엽 억제 관점에서, 분산형은 빔 패

턴의 대칭성 관점에서 우수함이 확인되었다. 타일 

내 센서에 수신된 음향신호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방

사 임피던스의 공간적 균일성은 분산형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실선 적용을 염두에 둔 능동 반향

음 타일의 대량 제작 혹은 대면적화 시 수백 혹은 수

천 개에 이르는 단위 트랜스듀서들로부터 어떻게 안

정적 음향 성능을 갖는 프로젝터들을 제작할 것인지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나

아가 본 연구결과는 타일형 프로젝터뿐만 아니라 배

열형 소나 설계 및 제작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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