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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rared guided weapons act as threats that greatly degrade the survivability of combat aircraft. Infrared weapons 
detect and track the target aircraft by sensing the infrared signature radiated from the aircraft fuselag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frared signature and susceptibility of supersonic aircraft according to 
omni-directional detection angle. Through the numerical analysis, we derived the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fuselage and omni-directional infrared signature. Then, we calculated the detection range according to detection 
angle in consideration of IR sensor’s parameters. Using in-house code, the lethal range wa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relative velocity between aircraft and IR missile. As a result, the elevational susceptibility is larger 
than the azimuthal susceptibility, and it means that the aircraft can be attacked in wider area at the elevational 
situation.

Key Words : Supersonic Aircraft(초음속 항공기), IR Signature(적외선 신호), Susceptibility(피격성), Numerical Analysis
(수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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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O : Lock-on range, 탐지 거리

RLE : Letahl range, 피격/위험 거리

Vac : 항공기 진행 속도

Sac : 항공기 크기

Vm : 미사일 진행 속도

tflight : 미사일 비행 시간
 , 

 , 
  : 항공기 미사일 간의 상대 위치

Dm-ac : 항공기 미사일 간의 거리

1. 서 론

  최근 전투기 요격 기술은 전자 및 통신 기술의 발전

으로 고도화 되고 있따. 특히 1990년대까지 격추된 전

투기 중 80 % 이상이 적외선 유도무기에 의해 피격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적외선 스텔스 기술에 대한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1]. 적외선 유도 무기의 경우, 항공

기 동체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추적하는 레이더 유도 

무기와는 다르게 항공기 동체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여 표적을 포착하고 추적한다. 따라서 

표적 항공기는 적외선 유도 무기로부터 추적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없게 되며, 상대적으로 적외선 

유도 무기체계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

공기 생존성을 크게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적외선 피탐지 저감 기술 개발은 현대전에서 항

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2,3].
  항공기의 적외선 생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외

선 신호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기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는 표면 대 표면 복사열전달 방

정식에 의해 항공기 표면 방사율과 온도 분포에 의해 

결정되며, 방사된 적외선 신호는 대기 투과 창에 의해 

5-8 μm 대역의 신호는 대부분 흡수되므로 3-5 μm 대

역의 중파장 대역과 8-12 μm 대역의 장파장 대역에서

의 적외선 신호만이 적외선 탐지기에 도달할 수 있다
[4]. 또한, 적외선 탐지기에서는 항공기의 방사 신호와 

배경의 방사 신호의 차이인 contrast radiance intensity 
(CRI)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탐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기를 점 신호원으로 가정하여 항공기의 적외선 

신호 특성을 모델링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고[5], 최근

에는 항공기 주변의 열유동 특성을 기반으로 이방성 

신호원으로 모델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6-8]. 이를 기

반으로 항공기와 미사일이 동일한 평면 상에 있을 때 

둘 사이의 상대 운동을 고려하여 피격성 분석을 수행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5-8].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경우, 항공기와 미사일이 동일

한 고도 상에 위치하는 azimuthal 탐지 상황에 대해서

만 연구가 수행하는 등 다소 제한적인 피격 상황에 

대한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항공기 주변의 전

방위 공간에서의 미사일이 접근하는 상황에서의 피격

성 분석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탐지 각도에 따라 지

표, 하늘 배경과 같이 배경 신호의 변화를 고려한 피

격성 분석은 수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음속 항공기의 전방위 공간에 대해 탐지 각도에 따

라 항공기의 적외선 신호를 도출하고, 피격성 특성 분

석을 수행하였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초음속 항공기

의 적외선 신호를 도출하고, in-house 코드를 이용하여 

피격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1 초음속 항공기 적외선 신호 도출

  초음속 항공기의 피격성 분석을 위해 항공기의 적

외선 신호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

석하고자 하는 항공기 형상인 단발형 엔진의 5세대 

초음속 전투기 형상에 대하여 유동 해석을 위한 체적 

격자 1600만개와 전도 및 복사 해석을 위한 표면 격자 

26만개를 형성하였다. 초음속 항공기는 고도 5000 m에

서 Ma 1.5로 비행하는 조건이다. 상용 솔버인 ANSYS 
Fluent 17.2의   SST 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열유

동 해석을 수행하였고, 초음속 열유동 수치해석은 선

행 연구인 Nam et al.(2020)에서와 동일하게 검증을 수

행하였다[9]. ANSYS Fluent를 통한 대류 열전달 해석

을 통해 얻어지는 열전달 계수와 Tfluid를 상용 솔버인 

TAIThermIR 13에서 전도 및 복사 열전달 해석의 경

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복합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

으며[9], 이를 통해 항공기 동체 표면 온도 분포를 도

출할 수 있다.
  Fig. 1은 항공기의 피격성 예측을 위한 연구 과정

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복합 열전달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된 동체 표면 온도 분포를 TAIThermIR을 이용하

여 항공기의 복사 강도를 도출하고, 타겟 항공기의 복

사 강도()와 배경의 복사 강도()의 차이

와 적외선 탐지기의 화상에 타겟이 차지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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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곱함으로써 CRI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는 최근 미사일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8~12 μm 대역

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

당 대역의 CRI를 계산하였다. 이후 항공기의 탐지각

도에 따른 피격성 분석을 위해 적외선 탐지기의 탐지 

및 Lock-on 거리를 의미하는 탐지거리(Lock-on range, 
RLO)를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1)

  여기서 S/N은 적외선 탐지기의 signal-to-noise ratio
를, NEI는 noise equivalent intensity를 의미하며, 해당 

값은 선행 연구[6]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Fig. 3은 

azimuthal detection 상황에서의 CRI와 식 (1)을 통해 

계산한 RLO를 나타낸 그림이다. 고도 5000 m의 유동

장 온도는 255.65 K 이지만, 항공기가 초음속으로 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체 표면에서 공력 가열에 의한 

온도 회복이 발생하여 항공기의 표면에서도 공력 가

열에 의한 적외선 신호가 발생하며, 연소 가스에 의해 

가열된 후방 동체에서는 높은 표면 온도로 인해 큰 

적외선 신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엔진 연

소 이후의 연소 가스를 모델링하기 위해 GasTurb v12
를 활용하여 터보팬 엔진의 고도 5000 m, Ma 1.5로 

비행할 때의 엔진 노즐 출구 조건을 이용하였다[9]. 항

공기 열전달 해석을 통해 얻어진 동체 표면 온도 분

포를 바탕으로 서울 상공/겨울/밤에 비행하는 조건이

며, TAIThermIR의 MODTRAN 모듈을 이용하여 대기 

투과를 고려하였다. 캐노피는 glass이며 캐노피를 제외

한 동체는 k = 177 W/m·K인 alloy-2024에 평균 방사

율이 0.9인 gray paint가 덮힌 상태로 가정하였다[9]. 탐

지 거리는 CRI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CRI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와 같

이 전방위에서 탐지각도 별로 CRI와 탐지 거리를 계

   Fig. 2. Azimuthal situation (a) Contrast radiance 

intensity (b) Lock-on range

산한 이후, MATLAB으로 작성한 in-house 코드를 활

용하여 피격/위험 거리를 의미하는 lethal range(RLE)를 

도출한다.

2.2 In-house 코드를 활용한 피격성 분석

  2.1 절을 통해 초음속 항공기의 전방위 적외선 신호

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 탐지 각도별로 

적외선 미사일의 탐지 거리를 도출할 수 있다. Fig. 3

Fig. 1. Research process of IR susceptibilit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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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inition of omni-directional detection angle

Table 1. Iteration parameters for in-house code

Sac tflight  dt dD

15 m 30 s 5 deg 0.05 s 10 m

  Fig. 4. Schematic of aircraft and missile behavior 

over time

은 전방위 탐지 각도의 정의를 나타낸 그림으로 3차
원 공간의 방위각에 대해 azimuthal detection angle 

와 elevational detection angle 로 나타낼 수 있다.
  Fig. 4는 피격 거리 계산을 위한 in-house 코드의 계

산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Fig. 5는 MATLAB
으로 작성한 피격 거리 계산 알고리즘을 나타내며, 피
격 거리 iteration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Table 1에 나

타내었다. 항공기는 고도 5000 m에서 전방을 향해 

480 m/s로 비행하며, 미사일은 727 m/s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며 항상 항공기를 향하는 방향으로 진행 방향

      Fig. 5. Algorithm of in-house code for IR 

susceptibility analysis

을 바꾸며 진행한다고 가정하였다. Kim et al. (2017)
을 통해 해당 in-house 코드의 azimuthal detection 상황

에 대해 선행연구와 검증을 수행하였다[10]. 수치해석

을 통해 도출된 탐지 거리와 Table 1에 제시된 파라미

터들을 코드의 input으로 하여 미사일의 초기 출발 위

치를 탐지 각도 및 RLO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계산 알

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탐지 각도(azimuthal angle  , elevational angle ) 
각각에 대해 CRI로부터 RLO계산

2) RLO를 미사일의 initial position으로 하여 항공기와 

미사일의 0.05초 간격으로 상대 위치를 계산하여 

비행시간(tflight) 내 피격성 여부 판단(Dm-ac<Sac인 경

우, 피격 성공이라 판단)
3) 피격 실패 시, dD만큼 initial position을 감소하여 2)

의 과정을 반복하여 피격성 여부 판단

4) 최초 피격 성공 거리를 피격 거리(lethal range, RLE)
라 정의

5) 전방위 탐지 각도( , ) 각각에 대해 피격 거리 계

산 수행

  이때 항공기와 미사일이 서로 다른 고도에 위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두 물체 간의 상대위치를 계산하

기 위해서 수평 방향의 상대각도(  )와 수직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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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각도( )를 매 위치마다 계산하여 미사일의 궤

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

해 초음속 항공기의 전방위 탐지각도에 따른 피격성 

분석을 위해 피격 거리(RLE)를 도출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솔버를 이용한 복합 열전달 해

석을 통해 항공기의 동체 표면 온도 분포를 도출하였

다. 항공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함에 따라 충격파가 발

Fig. 6. Trajectory of aircraft and missile in different 

detection angle ( = 45°, 135°) and same 

starting range R = 7.7 km

생하고, 충격파 이후 유동이 항공기 동체에서 온도가 

회복되면서 공력가열로 인해 최대 320 K까지 동체 표

면 온도가 상승한다. 또한, 후방에서는 연소 가스로 

인해 노즐 및 후방동체가 1000 K 이상으로 가열된다
[9]. 이를 이용하여 원적외선 대역에서 전방위 탐지각

도별 적외선 신호 세기를 도출하였다. 또한, 식 (1)을 

이용하여 적외선 탐지기의 탐지 거리를 계산하고, 탐

지각도별 탐지거리와 항공기와 미사일 각각의 운동을 

고려할 수 있는 in-house 코드를 작성하여 초음속 항

공기의 피격 거리를 도출함으로써 피격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Fig. 6은 azimuthal detection 상황에서 7.7 km의 동일

한 거리에서 미사일이 출발했을 때 전방 45도, 후방 

135도의 경우 비행기와 미사일의 이동 궤적과 피격 

시간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를 통해 전방에서는 항공

기가 전방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사일 역시 전방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서로 접근하는 양상을 가지므로 

상대 속도가 커 피격 시간 10.05 초인 반면, 후방에서

는 항공기가 미사일을 쫓아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상

대 속도가 작아 피격 시간 27.60 초로 전방보다 큰 값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전

방위 탐지각도별로 항공기와 미사일 각각의 궤적과 

피격 시간, 피격 거리를 분석할 수 있다.
  Fig. 7(a)는 azimuthal detection 상황에서의 탐지거리

와 피격거리를 나타낸 그림이며, Fig. 7(b)는 elevational 
detection 상황에서의 탐지거리와 피격거리를 전방, 측

방, 후방에서 각각 나태낸 그림이다. Azimuthal detection 
상황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후방의 상대 

속도 차이로 인해 전방에서는 탐지 거리와 피격거리

Fig. 7. Lock-on range and lethal range of supersonic aircraft (a) Azimuthal situation (b) Elevation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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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유사하지만 후방에서는 탐지거리보다 훨씬 작

은 피격 거리를 가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

히   = 100° 이상의 후방에서는 피격 거리가 CRI(혹
은 탐지 거리) 특성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을 통

해 신호 세기보다 미사일의 비행 속도가 피격 거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levational detection 
상황의 경우, 미사일이 항공기를 탐지하는 시야에 따

라 배경 조건이 바뀌는 상황이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라 하더라도 배경에 따라 CRI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Fig. 7(b)의 검은색 파선과 같이 

Table 2. Lethal area of each detection situation

Detection situation Lethal area (km2)

Azimuthal situation
(0° ≤   ≤ 180°,  = 90°) 98.8

Elevational situation - front
(  = 0°, -90° ≤  ≤ 90°) 203.2

Elevational situation - side
(  = 90°, -90° ≤  ≤ 90°) 222.2

Elevational situation - rear
(  = 180°, -90° ≤  ≤ 90°) 126.6

Fig. 8. Lethal range contour of aircraft according to 

omni-directional detection angle

탐지 거리 특성이 상방/하방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전방(  = 0°)에서의 상방/하방의 

피격 거리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탐지 거리와 유사하

지만, 후방(  = 180°)에서는 상방/하방 모두 미사일이 

항공기를 쫓아오는 양상으로 상대 속도가 작기 때문

에 탐지 거리보다 피격 거리가 훨씬 짧은 특성을 가

진다. 또한, 측방(  = 90°)에서는 항공기 후방 동체가 

일부 노출되고, 항공기의 투영 면적 역시 전방/후방에 

비해 크기 때문에 CRI와 탐지 거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방보다는 큰 피격 거리를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미사일이 연소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방 30° 이상, 하방 -10° 이상에서

는 후방과 유사하게 탐지 거리보다 짧은 피격 거리를 

가지게 된다. 미사일의 접근 속도가 727 m/s로 일정하

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상방/하방에서의 피격 거리가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항공기의 피격성 분석을 위해 전방위 탐지 각도별

로 피격 거리에 둘러싸인 넓이인 위험 면적(lethal 
area)를 계산하면 Table 2와 같다. 기존 많은 선행 연

구에서는 항공기와 미사일이 동일한 고도 상에 있는 

azimuthal detection 상황에 대해서만 피격성 분석을 수

행하였는데,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zimuthal 
detection 상황보다 elevational detection 상황일 때 더 

큰 피격 면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항

공기와 미사일이 다른 고도에 위치하는 상황인 

elevational detection 상황에서 더 넓은 영역에서 항공

기가 피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즉 전방위에서의 

탐지각도별 피격성 분석이 항공기의 피격성과 더 나

아가 생존성을 분석하는 데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8은 종합적으로 초음속 전투기의 전방위 탐지

각도에 대해서 lethal range를 나타낸 컨투어이다. 항공

기의 전방에서는 상방/하방이 모두 큰 위험 거리를 가

지게 되어 가장 큰 피격성을 나타내고, 후방에서는 미

사일이 비행시간 내에 항공기를 쫓아오는 데에 한계

가 있기 때문에 탐지 거리에 비해 짧은 피격 거리를 

가진다. 다만, Fig. 8의 최전방에서는 피격 거리가 짧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고온부가 노출되지 

않는 최전방의 경우 탐지 거리 자체가 짧기 때문이며, 
Fig. 7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거리 자체는 짧지만 탐

지 거리와 피격 거리가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

방에서의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것이 곧 피격성을 감

소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항공기의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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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성 저감을 통한 생존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방위 

피격성 특성을 기반으로한 위장 전략 연구가 필요하

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적외선 위장을 위한 위장 

설계의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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