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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이용한 

적외선 유도 미사일과 적 탐지기는 항공기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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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measurements of infrared (IR) signature were carried out using a small scale

engine with the variation of the engine performance and target positions in the exhaust plume.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engine were kept constant for each test, and the measured positions were

sapced at refular intervals from the nozzle exit. The measured IR signature was calibrated by using a

blackbody. The results of infrared signature measurements are shown in three bands for analysis of

spectral characteristics. As the engine performance decreased and the distance from the nozzle exit

increased, the IR signature decreased and the level of decrease varied according to the band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축소형 제트 엔진을 이용하여 엔진 성능 변화 및 배기 플룸 내 측정 위치 변화에 따

른 적외선 (Infrared, IR) 신호 측정을 수행하였다. 엔진의 작동 조건은 각 시험별로 일정하게 유지하였

으며, 측정 위치는 노즐 출구를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었다. 측정된 IR 신호는 흑체를 사용하여 보

정하였다. IR 신호 측정 결과는 스펙트럼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개의 밴드로 나타내었다. 엔진 성

능의 감소 및 노즐 출구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IR 신호는 감소되었으며, 감소 수준은 밴드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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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성을 증가시킨다. 적외선 신호 감소 기술에 대

한 연구와 더불어 많은 연구자들이 적외선 신호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 본 연구

의 목적은 spectroradiometer를 이용하여 엔진 

작동 성능 및 측정 위치 변화에 따른 파수별 적

외선 신호 특성을 관찰하는데 있다.

2. 실험 장치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spectroradiomete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엔진의 작동 조건의 변화는 노즐 출구 기준 10

cm, 최대 성능 기준 80 %와 60%로 구동하였다.

측정 위치 변화는 신호 측정은 출구 기준 10

cm, 20 cm, 30 cm에서 수행하였으며, 엔진은 성

능 80 %로 일정하게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해석

Figure 1 은 엔진 작동 성능 변화에 따른 파수

별 복사량을 밴드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

로 IR 신호가 감소하지만 밴드별로 2000 ~ 2500

cm-1 영역에서 IR 신호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다. Figure 2 는 배기 플룸 내 측정 위치 

변화에 따른 파수별 복사량을 밴드별로 제시하

고 있다. 노즐 출구로부터 멀어질수록 IR 신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2000 ~ 2500 cm-1 밴드 영역에서 감소의 정도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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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ectral radiance for the

variation of the engine performance

Figure 2. Spectral radiance of the

variation of the measurement lo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