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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삼차원 공간에서 방향정보를 이용하여 치측정을 한 방향탐지장비의 최 배치 방법을 제시한다. 

방향탐지장비는 를 발신하는 의 치를 탐지하는 장비로써 재 육군에서 력화되어 운용 에 있다. 치

측정을 해서는 두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운용해야 한다. 만일 한  이상의 장비를 공 에서 운용할 경우, 보다 

나은 장비배치 형상을 이룸으로써 치측정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이차원 치측정 알고

리즘을 비선형계획법을 활용하여 삼차원으로 확장하고 수리 으로 그 해를 구하 다. 삼차원 치측정 알고리즘

을 토 로 시뮬 이션 기법과 탐색 기법을 융합한 최 배치 알고리즘을 고안하 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최 배

치 방법은 이 존재하는 지역에 한 치측정 정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방향탐지장비의 운용효과를 증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simulation-based method is presented to dispose direction finders in three dimensional space for locating targets using the 

directional data. A direction finder(DF) is a military weapon that is used to find locations of targets that emit radio frequencies by operating 

two or more DFs simultaneously. If one or more DFs are operated in the air, the accuracy of location estimation can be enhanced by disposing 

them in a better configuration. By extending the line method, which is a well-known algorithm for 2-D location estimation, into 3-D space, the 

problem of 3-D location estimation is defined as an nonlinear programming form and solved analytically. Then the optimal disposition of DFs 

is considered with the presented method in which methods of simulation and search technique are combined. With the suggested algorithm for 

3-D disposition of DFs, regions in which targets exist can be effectively covered so that the operation effect of DF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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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에 한 치정보는 군사작  수행에 있어서 반드

시 필요한 핵심 정보이다. 표 의 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하나는 방향정보(LOB : Line Of Bearing)를 이용

하는 것인데, 표 이 발신한 신호( 자 )에 한 도래

방향을 측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한 표 인 장

비가 자 장비의 일종인 방향탐지장비(DF: Direction 

Finder)이다.  

표 의 치를 얻기 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방향

정보가 필요하므로 2  이상의 방향정보 획득 장비(이

하 ‘DF’)를 하나의 체계 내에서 동시에 운용하여야 한다. 

지상에서 운용하는 DF는 방향정보 획득 간에 지형 인 

향으로 방향정보 측정의 정확도가 감소될 수 있고, 장

비의 이동이 제한되므로 동시 운용되는 다수의 장비들

을 최 으로 배치하여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방

향정보 획득 기술의 발 으로 DF의 소형·경량화를 통한 

항공기 등에 장착함으로써 공 에서 운용할 경우, 방향

정보 측정의 정확도 향상  최 배치의 용이성으로 보

다 효과 인 장비 운용이 가능하다. 

표 의 치는 방향정보를 이용한 치측정 알고리

즘을 통하여 계산된다. 표 인 이차원 치측정 알고

리즘으로는 Line to Point transformation method, Point 

method, Line method, Angle method 등이 있다[1]. 이  

Angle method(AM)가 가장 정확한 치측정 결과를 주지

만, 분석 (수리 )인 방법으로 그 해를 계산할 수가 없

으므로 탐색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반면, 

Line method(LM)는 신속한  계산은 물론 그 정확도가 높

은 편이므로 가장 리 사용된다[2,3]. 삼차원 치측정

은 기존의 이차원 알고리즘을 삼차원으로 확장함으로

써 가능하다. 이 때 방향정보는 이 발신한 신호에 하

여 공간상에서 두 개의 각도로 정의되는데, 방 각

(azimuth angle)과 고도각(elevation angle)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계획법(Nonlinear Programming)

을 활용하여 이차원 치측정 문제를 삼차원으로 확장

하여 재정의한 후, 그것을 토 로 시뮬 이션  탐색기

법을 융합한 방향탐지장비의 삼차원 최 배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삼차원 치측정 알고리즘과 최 배

치 방법론은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차원 치

측정 알고리즘을 삼차원 공간으로 확장한 방법에 하

여 기술한다. 삼차원 치측정 알고리즘 기반의 삼차원 

최 배치 방법론은 3장에서 제시되고, 그에 한 실험 

결과는 4장에 기술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5장에 기술

된다.

Ⅱ. 삼차원 치측정 알고리즘

표 에 한 측정된 치는 두  이상의 DF들을 어

떻게 배치하는가와 어떤 치측정 알고리즘을 사용하

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표 에 한 치측정 은 방

향정보(이하 ‘LOB’)와의 거리 는 LOB와 이루는 각

도로 정의되는데, 이를 하여 사용되는 부호는 아래

와 같다. 

t
t
≡(x

t
,y

t
,z

t
) 표 (target)의 실제 치

t'≡(x',y',z') 표 에 해 측정된 치(LOB를 이용

하여 추정된 치) 

fi≡(xi,yi,zi) DF i의 치, i=1,…, n

li DF i에 의해 얻어진 LOB(즉, DF i와 t'

를 잇는 직선)

θi  li의 방 각(DF i를 통과하는 수평선으

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측정)

∆θi 두  fi와 t'를 잇는 직선의  방 각과 θi와의 

각도 차

0  원

d(a,b)  두  a와 b 사이의 거리

d(li,b) 직선 li 와  b와의 최단거리 

DF i의 LOB에 한 방 각은 식 (1)과 같이 정의되는

데, εi은 LOB 측정 간에 지형, 환경  기계  원인에 의

해 발생되는 측정오차를 의미한다. 통상 εi는 평균이 0이

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는 통상 DF i의 정확도로 간주된다[3]. 

  tan
 

  (1)

삼차원 공간에서 LOB를 정의하기 해서는 θi 외에 

고도각(φi)이 추가 으로 필요하며 식 (2)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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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각 측정 간에 발생되는 오차 
z

i
ε 는 εi와는 상호 독립

으로 발생되고 그 분포 특성이 와 유사하게 평균이 0이

고 분산이 
2z )(

i
σ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통상 가정한다. 

  tan
 

  
  



(2)

θi와 를 이용하여 li의 방향벡터를 식 (3)∼(6)과 같

이 정의한 후, 식(7)과 같이 삼차원 공간 상의 직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 (3)

  cossin (4)

  sinsin (5)

  cos (6)












(7)

 

이차원 평면 상에서의 표 인 치측정 알고리즘

인 LM(Line Method)에 의한 치측정 (t′)은 LOB들

과의 거리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으로 정의되는데, 

식 (8)을 풀어서 구할 수 있다.   

min
  



 ′ 
   (8)

삼차원 공간으로 확장된 LM(이하 ‘3-D LM’)을 정의

하기 하여 비선형계획법(NLP: nonlinear programming)

에 기반한 방법을 제안한다. 미지의  t'에서 li 로 내

린 수선 을 hi라고 하고 식 (7)에 변수 ki를 도입하여 li를 

식 (9)와 같이 두면,












  (9)

수선  hi의 좌표는 (aiki+xi, biki+yi, ciki+zi)로 표 되

며, t'에서 hi로의 벡타(′ )는 


′이므로 식 (10)으

로 표 된다.

′   ′   ′   ′ 

(10)

이 때 ′⊥li이므로 그 내 (inner product)이 0이라

는 사실을 제약식으로 사용하면, 3-D LM은 식 (11)∼

(12)의 NLP로 정의 가능하다. 

3-D LM

min  
  



 
     

    (11)

s.t. 

    
    

     ∀   (12)

3D-LM은 목 함수가 볼록함수(convex programming)

이고 제약식이 선형이므로 라그란지 변수(Lagrangian 

multiplier: λ1,…, λn)를 도입하여 식 (14)의 쿤-터커

(Kuhn-Tucker) 최 조건(optimality condition)을 용하

여 얻어진 선형시스템(linear system)의 해가 바로 구하고

자하는 치측정 (t')이다.

∇
  



∇   (14)

식 (14)에서 결정변수 X는 (x, y, z, k1, k2, ..., kn)이며, ∇

F(X)와 ∇gi(X)는 각각 F(X)  gi(X)에 한 기울기 벡타

(gradient vector)로써 식 (15)∼(16)과 같다. 

∇ 
















 


  (15)

∇  







 







 
 


 


(16)

이차원 상에서의 AM에 의한 치측정 (t')은 ∆θi 

(=sin–{d(li,t')/d(fi,t')})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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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므로 삼차원 공간으로 확장한 AM(이하 

‘3D-AM')은 식 (1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해는 식에서도 쉽게 확인되듯이 분석 으로 구할 수 없

기 때문에 탐색기법 는 근사 인 해법의 용이 요구

된다. 

3-D AM

min
  



sin′ ′ 


(17)

3-D AM의 해를 3-D LM과 유사하게 분석 으로 구하

기 하여 근사 인 해법을 제안한다. 먼  작은 각

(angle)에 해서 sin(∆qi)의 값은 ∆qi으로 치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용하고, 식 (17)의 분모에 있는 미지  t'

를 없애는 방법으로 d(fi,t') 신 상수 δi를 입하면 

3D-AM는 식 (18)∼(19)와 같이 3D-AM'로 재정의할 수 

있으며, 그 해를 분석 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때 δi는 어

떤 치측정 알고리즘을 용하여 구해진 t'를 d(fi,t')에 

입한 값이다.

3-D AM′

min
  









 








  
   

       





  
 (18)

s.t. 

        

     ∀ (19)

식 (18)의 목 함수는 식 (17)에 삼각함수의 근사화를 

용한 후 수선  hi(= (aiki+xi, biki+yi, ciki+zi)와 구하고

자 하는 치측정 과의 거리의 제곱합을 상세히 표

한 것이다. 

Ⅲ. 삼차원 최  배치

방향탐지장비를 운용하여 표 의 치를 획득하고

자 할 때, 운용자가 표 이 있음직한 특정 지역을 선정하

여 그것을 상으로 장비를 운용함은 통상 인 방법이

다. 과거 DF에 한 이차원 배치 문제가 일부 고려된 바

는 있으나, 개념 이고 경험  에서 표 과 장비의 

배치 계를 정리한 것으로써 분석 이고 수리 인 연

구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4]. 한, 삼차원 최  배치 문

제는 새로운 문제 역으로써 문헌상에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하나 이상의 DF를 공  운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배치

형상을 구성함으로써 치측정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

다. 이 때 최 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간 상의 미세한 

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는 DF의 치를 수십 

내지 수백m 변동시키더라도 치측정 정확도에 미치는 

결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차원 DF 배

치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삼차원 공간을 단순화하기 

하여 정 크기의 셀들로 재구성, 격자화함으로써 탐

색기법의 효과 인 용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용된 탐색기법은 시뮬 이션 기법과 결합된 Cyclic 

coordinate descent method으로 비선형 문제에서 흔히 사

용된다[5]. 이 때 공간의 탐색 간격은 기값( , 격자 

는 셀 크기의 특정 배수)으로부터 진 으로 여가는 

방법이 효과 일 수 있다. 

어떤 장비배치 하여 표 에 한 치측정 정확도

는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평가되는데, 보다 나은 DF

의 최  치(좌표)를 탐색함에 있어서 LOB 측정 간에 

발생되는 오차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에러-시나

리오(error-scenario)’의 개념을 도입하 다. 에러-시나

리오는 어떤 장비배치 형상에 하여 치측정 시뮬

이션 수행 에 LOB에 발생되는 다수(수백∼수천)의 

에러셋(error set, εi  εi
z)를 사 에 생성한 것으로, 치

측정 시뮬 이션에 용하여 최 배치를 결정하기 

함이다. 

특정 에러-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치측정 시뮬 이

션을 수행한 결과로 얻어진 치측정 들에 한 정확

도를 평가하기 한 척도로서 식 (20)의 값을 사용하

으며, 이는 어떤 장비배치에 한 평가기 을 제공해 

다.  

 





(20)

 식에서 n(r)은 치측정 시뮬 이션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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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간에서의 주변셀(후보 치 ) 탐색 개념
Fig. 1 Neighborhood cells(candidate locations of DF) in space

에서 치측정 과 실제 표 과의 거리가 r 이하인 치

측정 들의 개수이고, nT는 치측정 수행(시뮬 이션) 

횟수, 즉 에러-시나리오에 포함된 에러( )의 개수이다

(하나의 에러는 사용되는 모든 DF에 한 LOB 오차를 

의미. 즉, εi  εi
z
 for all i). P(r)값은 반경이 r인 특정 크기

의 원형 지역( 심은 치측정 , t') 안에 실제 표 이 

존재할 확률을 의미한다. 실제 상황에서 r의 크기는 가

용 자원/시간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운용자가 히 

결정하여야 한다. 

표 은 하나 이상의 지역에서 출 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지역을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장비배치

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치측정의 상이 되는 지역

(표 의 출 이 상되는 지역)을 Aj(j=1,…,J)라고 하

고 그 지역에 한 P(r)값을 Pj(r)라고 하면, Pj(r)는 Aj를 

표하는 (point)들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

하게 측정될 수 있다. 한, Aj는 그 요도(ωj, 0≤ωj≤

1)가 상이하게 부여될 수도 있으므로 특정 에러-시나

리오에 한 최  배치문제는 식 (21)로 정의할 수 있

으며, 목 함수 Q를 최 화하는 DF들의 좌표를 결정

하는 것이다. 

max 
 




 (21)

알고리즘의 효과 인 구 을 하여 Pj(r)와 련된 r, 

nT, 탐색 간격 등을 라미터로 설정함으로써 알고리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기 배치가 주어졌을 때 보다 나

은 배치를 찾기 한 알고리즘의 기본 인 작동 개념은 

다음과 같다. 그 배치에서 하나의 DF만을 선택하고, 다

른 DF들은  치에 고정한 다음, 만일 그 DF를 주변 셀

(cell 는 격자, 공간 상의 치 후보 )로 이동시켜 보았

을 때, 더 큰 값의 Q를 주는 경우에 해당 DF를 그 셀에 

치시킨다. 

주변 셀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그림 1과 같이 동, 서, 남, 북  상, 하

의 6개 방향으로 탐색 간격만큼 이격된 셀들을 정의함

으로써 탐색기법(Cyclic coordinate descent method)을 

용할 수 있다. 더 이상 나은 주변 셀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면, 그 DF를 고정하고  다른 DF를 상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모든 DF가 한번씩 고려되면 하

나의 탐색루 (iteration)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탐색 

간격(search stepsize)을 여서 종료 기 (시간, 최  반

복루  수, 최소 증가율 등)이 만족될 때까지 탐색을 반

복 시행함으로써 종국에는 최 의 장비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k번째 탐색 루 에 하여 DF i의 좌표 





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번 새로이 정의되는 후

보 들의 집합을 C라고 하면, C 내의 각 후보 에 DF i

를 치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장비배치에 하여 Q

를 계산하고 그 에서 최 값을 Q
*
라고 한다면, 제안

되는 삼차원 최 배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기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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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최 배치 알고리즘

Step 1.  k=0. 기 배치 








 에 

한 


 




  계산.

Step 2.  k = k + 1, Q′= Qk−1, 그리고 i = 0.

Step 3.  i = i + 1.

Step 4. 다른 (n-1)개의 DF들의 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DF i의 치를 C안의 각 후보 에 한 배치 안에 

해서  
 



  계산하여 Q* 결정. 

Step 5. 만일 Q*≥Q'이면  



을  Q*을  

주는 후보 으로 갱신하고, Q'=Q
*
. 





의 주변에 더 이상 Q*≥Q'인 

후보 이 없으면 단. 만일 i < n 이면 Step 3으로 

이동하고, 그 지 않으면 Step 6으로 이동.

Step 6. 모든 i에 해서 



 




 . 

만일 종료 조건이 충족되면 종료하고, 그 지 않

으면 Step 2로 이동.

Ⅳ. 실 험

제안된 삼차원 치측정 알고리즘  최 배치 방법

은 제를 통하여 비교 평가되었다. 실제 야 에 배치

되어 운용되고 자 장비는 3 의 DF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제에서도 지상에서 운용되는 2

의 장비와 1 의 공 에서 운용되는 장비를 고려하

다. 각 장비의 기계  정확도(  


)는 일률 으로 1

˚로 가정하고 각 장비에 한 에러-시나리오를 생성하

다. 문제의 단순화 차원에서 표 의 출 이 상되

는 치측정 상지역(Aj, j=1,…,J)은 1개(J=1)로 가정

하 으며,  (30, 30, 0.3)으로 Aj을 신하 다. 이 때 

P(r)은 r = 0.5km 는 0.3km, nT = 1,000으로 설정하여 

계산되었다. 

장비의 기배치는 표 1과 같다. Aj에 하여 기배

치에 의해서 측정되는 Q값(즉, 
)도 삼차원 치측

정 알고리즘별로 표에 함께 제시하 다. 3D-LM과 

3D-AM′는 그 해를 분석 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Intel 

Core Quad CPU 2.5GHz PC에서 3D-LM의 경우, 1,000회

의 치측정 시뮬 이션 수행에 요구되는 계산시간은 

수  이내이다. 3D-AM′은 d(fi,t')를 상수 δi로 바꾸기 

하여 사 에 3D-LM으로 치측정 실시할 것이 요구

되므로 3D-LM 비 약 2배의 계산시간이 소요된다. 반

면, 3D-AM은 탐색기법의 용으로 해를 구해야함에 따

라 많은 계산시간이 요구된다. Microsoft EXCEL의 

SOLVER를 이용할 경우, 1,000회의 치측정에 소요되

는 계산시간은 약 150 이다. 

표 1. 기배치(Aj, j=1)  Q(r=0.5km)
Table. 1 Initial disposition of DFs for Aj(j=1) and 

Q(r=0.5km)

구분 좌표(km) 3D-LM 3D-AM 3D-AM' 비고

DF1 (10.0, 0.0, 0.5)

43.3% 43.7% 44.1%

지상

DF2 (50.0, 10.0, 0.5) 지상

DF3 (40.0, 0.0, 1.0) 공

설정된 Aj를 신하는  (30, 30, 0.3)에 하여 공  

운용 장비(DF3)의 최 배치를 결정하기 하여 3D-A

M′ 알고리즘을 용하고, 탐색 간격은 모든 탐색루

에 하여 일 으로 5km를 용하 다. 지상 운용 장

비(DF1, DF2)는 실제 상황과 유사하도록 기배치 지

에 고정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결정된 공  

운용 장비의 최 배치  그에 한 치측정 알고리즘

별로 계산된 Q는 표 2와 같다. 

표 2. 최 배치(Aj, j=1)  Q(r=0.3km)

Table. 2 Optimal disposition of DFs for Aj(j=1) and 
Q(r=0.3km)

구분 좌표(km) 3D-LM 3D-AM 3D-AM' 비고

DF1 (10.0, 0.0, 0.5)

41.3% 100% 99.5%

지상

DF2 (50.0, 10.0, 0.5) 지상

DF3 (30.0, 30.0, 6.0) 공

표 2는 공  운용 장비(DF3)를 최  배치함으로써 

기배치에 비하여 치측정 정확도가 월등히 향상되는 

것을 보여 다. 한, Aj가 하나의 지역( 는 지 )일 경

우, 공  운용 장비를 그 직상공에서 운용할 때 바람직한 

배치형상이 구성됨을 추정할 수 있다. 추가 으로, DF

가 기배치 고도(=1km)에 비해서 높은 고도(=6k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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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용될 때 치측정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DF3가 (30.0, 30.0, 1.0)에 치할 경우(고도 

1km), Q값은 3D-LM, 3D-AM  3D-AM′에 하여 각

각 41.2%, 98.7%, 96.3%로 측정되었고,  만일 고도를 

11km로 높이면 오히려 39.8%, 97.7%, 95.8%로 정확도가 

감소된다. 이는 치측정 알고리즘의 수리  특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기배치(Aj, j=1, 2, 3)  Q(r=0.5km)

Table. 3 Initial disposition of DFs for Aj(j=1, 2, 3) and 
Q(r=0.5km)

구분 좌표(km) 3D-LM 3D-AM 3D-AM' 비고

DF1 (10.0, 0.0, 0.5)

37.6% 40.9% 36.7%

지상

DF2 (50.0, 10.0, 0.5) 지상

DF3 (40.0, 0.0, 1.0) 공

만일 다수의 Aj(j > 1)를 고려할 경우, 공  운용 장비

가 모든 Aj에 하여 직상공에 치하기가 제한됨에 따

라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장비배치 최 화가 더욱 

요구된다. 일례로, A1, A2, A3를 각각 (30, 30, 0.3), (60, 

40, 0.3), (40, 20, 0.5)으로 설정하고 그 요도를 동일하

게 부여하 을 때(ωj = 1/3 for j = 1, 2, 3), 기배치에 의한 

각 치측정 알고리즘별로 계산된 Aj(j=1, 2, 3)에 한 

Q(=
 




)는 표 3과 같다. 

 

□ : 지상 운용 DF

■ : 공  운용 DF

● : Aj 

그림 2. Aj(j=1, 2, 3)에 한 최 배치(DF3)
Fig. 2 Optimal disposition of DF3 for Aj(j=1, 2, 3)

지상 운용 장비를 기배치에 고정시키고 앞서 동일

한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통하여 결정된 DF3의 최 배

치는 그림 2와 같다. 최 배치 결과, 얻어진 Q값은 표 4

에 제시되었다. 다수의 Aj에 하여 동시 으로 치측

정 정확도를 증 시키기 한 공  운용 장비의 최

치는 그림 2에서 확인되듯이 특정 Aj의 직상공이 아닌 

다른 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최 배치(Aj, j=1, 2, 3)  Q(r=0.5km)

Table. 4 Optimal disposition of DFs for Aj(j=1, 2, 3) 
and Q(r=0.5km)

구분 좌표(km) 3D-LM 3D-AM 3D-AM' 비고

DF1 (10.0, 0.0, 0.5)

61.5% 70.2% 71.3%

지상

DF2 (50.0, 10.0, 0.5) 지상

DF3 (50.0, 40.0, 6.0) 공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  이상의 방향탐지장비를 공  운

용하기 하여 삼차원 치측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삼차원 최 배치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의 고

안을 하여 방향정보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에러-시나

리오를 활용한 시뮬 이션 방법과 탐색기법을 융합하

다. 방향탐지장비의 최 배치 문제는 그 복잡도가 높

고 분석 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방법론은 다수의  표 ( 는 지역)에 한 

치측정의 정확도를 최 화하는 삼차원 장비배치를 결

정해 으로써 방향탐지장비의 운용효과 증 에 획기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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