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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frared seeking missile does not emit any signal by itself as it is guided by passive heat signature from an aircraft.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he target aircraft to notice the existence of incoming missile, making it a serious threat. The usage of 

MAW(missile approach warning) that can notify the approaching infrared seeking missile is currently limited due to its high cost. 

Furthermore, effectiveness of MAW against infrared seeking missile is not available in open literature. Therefore, effect of evasive 

maneuver by MAW on the survivability of the aircraft is simulated to evaluate the benefit of the MAW in this research. The lethal 

range is used as a measure of aircraft survivability. An aircraft flying at an altitude of 5km with Mach 0.9 being tracked by 

air-launched AIM-9 infrared seeking missile is considered in this research. As a variable for the evasive maneuver, the MAW 

recognition distance of 5～7km and the G-force of 3～7G that limits maximum directional change of the aircraft are considered.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recognition of incoming missile by MAW and following evasive maneuver can reduce the lethal 

range considerably. Maximum reduction in lethal range is found to be 29.4%. Also, the MAW recognition distance have a greater 

importance than the aircraft maneuverability that is limited by structural limit of the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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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에서 항공기를 하는 주요 무기로는 외선 유도 

미사일과 이더 유도 미사일이 있다. 그 에서도 1967년

부터 1993년까지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항공기  89%가 

외선 유도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통계(Mahulikar 

et al., 2007)는 외선 유도 미사일이 항공기에 얼마나 큰 

이 되는지를 알려 다. 이는 일반 으로 이더 유도 미사

일이 더 긴 사거리와 높은 속력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면 특이

할 만한 사항이다. 이 듯 외선 유도 미사일이 항공기에 

더 치명 인 이유는 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상 

항공기에서 공격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더 유도 미사일은 능동(active), 반능동(semi-active)의 

유도 방식에 계없이 공격을 수행하는 미사일 혹은 항공기가 

상 항공기에 이더 를 발신하고 반사되는 를 수신

하여 유도를 수행한다. 따라서 공격당하는 항공기에서  이더 

를 수신하는 RWR(radar warning receiver)과 같은 

장비를 장착한 경우 공격을 사 에 인지하고 이에 비하여 

회피기동을 수행하고 채 (Chaff)를 사출하는 등 이더 유도를 

기만하여 피격될 가능성을 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분의 

투기들이 RWR과 채  사출기를 장비하여 이에 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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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Lock-on/Lethal range and its difference

그러나 외선 미사일은 상 항공기에서 자연히 방출되는 

외선 신호로 유도되므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신호방출이 없다. 

따라서 MAW(missile approach warning)이라는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MAW는 펄스 도 러 이더 혹은 

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근하는 외선 유도미사일을 추 하

거나 외선 유도 미사일의 모터에서 발생하는 자외선을 감지

하여 외선 유도 미사일이 근 임을 알려 다. 한 항공

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외선 유도 미사일을 기만할 수 있는 

어(flare)를 사출하거나 DIRCM(directional infrared 

counter measure)과 같은 외선 기만장치를 작동시킨다.

그러나 MAW는  방 를 지속 으로 감시해야 하고 크기가 

작은 외선 유도 미사일을 탐지해야 하는 특성 상 오탐지율이 

높고 이를 이기 해 고가의 센서와 알고리즘이 용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여 재는 F-22, F-35, V-22와 같은 일부 

고가의 항공기에만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군용 항공기에는 용된 바가 없다. 한 근거리에서 발사되는 

외선 미사일의 특성 상 MAW를 설치하여 외선 유도 미사

일의 존재를 인지하여도 회피기동과 어 사출 등을 통해 

항공기의 생존성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는 공개된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W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해 항

공기에 MAW를 장착하여 외선 유도 미사일의 근을 인지

하고 회피기동을 수행할 경우 항공기의 생존성이 얼마나 증가

하는지를 평가하 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던 탐지 거리

(lock-on range; Mahulikar et al., 2007) 개념에는 항공

기의 회피기동에 한 향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Rao와 

Mahulikar(2005)가 제시한 험 거리(lethal range)의 

개념으로 생존성을 평가하 다. 그리고 험 거리의 평가 과정

에서 Kim 등(2014)과 같이 항공기의 외선 신호를 비등방

으로 분석하 으며, Kim 등(2017)이 연구에 용한 것과 같이 

유도 미사일의 항력을 고려한 미사일 속도 감소도 고려하여 

험 거리를 평가했다. 상 항공기로는 고도 5km 상공에서 

마하 0.9로 비행하는 투기를 사용했으며, Kim 등(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공기 탐지 거리를 용하 다. 변수로는 항

공기가 을 탐지하는 거리와  탐지 시 수행하는 회피기

동의 가속도를 설정하 으며, 이를 통해 회피기동을 수행할 

경우 험 거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분석하 다.

2. 본    론

2.1 항공기 생존성 평가지표  도출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존성 평가지표는 Rao와 Mahulikar 

(2005)가 도출한 험 거리이다. 이는 탐지 거리에서 한 단계 

더 발 한 개념으로 목표 항공기를 탐지하여 발사된 미사일도 

항공기가 이동함에 따라 이를 격추하지 못하고 운동에 지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미사일이 항공기를 추 하는 개념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미사일이 항공기에 을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낸다. Fig.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란색 원으로 나타난 

탐지 거리와 빨간색 원으로 나타난 험 거리를 비교하면 방

에서는 탐지 거리와 미사일에 의해 격추될 수 있는 험 거리가 

동일하지만 후방에서는 고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미사일이 

추 해야 하므로 탐지 거리에 비해 험 거리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험 거리를 도출하는 과정은 Kim 등(2016)의 연구와 

Kim 등(2017)의 연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계산 과정

에서의 차이는 미사일 유도과정에서 항공기 회피기동의 고려 

여부에 있으며 험 거리 도출과정에는 직 인 련이 없다. 

험 거리 계산은 항공기의 방 각 별로 정의된 탐지 거리에서 

시작된다. 먼  해당방 각에서 미사일이 항공기로부터 탐지 

거리만큼 떨어진 에서 발사되어 항공기를 향해 유도되는 

과정을 해석하고 미사일이 항공기를 요격하지 못한 경우 탐지 

거리에서 단  거리만큼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다시 해석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미사일이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 해당 방 각에 

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실제로 격추할 수 있는 험 거리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계산을 각 방 각에 해 순차

으로 수행하면 방 각 별 항공기의 험 거리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 조건으로 사용된 탐지 거리와 시간에 따른 

미사일 속도는 Fig. 2와 같다. Kim 등(2016)의 연구에서 도

출된 것과 같이 고도 5km 상공을 마하 0.9의 속도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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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Lock-on range of the aircraft flying at altitude of 5000 m with Mach 0.9

(b) Velocity history of AIM-9 missile launched at 5000 m altitude with Mach 0.9

Fig. 3 Principle used to model missile guidance and evasive maneuver of aircraft

하는 투기의 외선 신호를 토 로 도출된 탐지 거리를 사용

하 으며 미사일의 속도로는 Kim 등(2017)의 연구에서 도출

된 고도 5km에서의 AIM-9 미사일의 속도를 용하 다. 탐지 

거리의 경우 외선과 원 외선을 모두 사용하는 미사일로 

고려하여 도출하 으며, 항공기의 투  면 이 작은 정면에서는 

6km, 배기구가 치해 온도가 높은 후방에서는 37km 수

이다. AIM-9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0.9로 비행하는 항공기

에서 발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5.2 의 기 가속구간동안 

마하 3.2 수 으로 가속되며 이후 항력에 의해 서서히 감소

하는 것으로 모델링하 다. 한 미사일이 발사된 지 30 가 

지나면 상 항공기에 비해 미사일의 속도가 느려져 추 이 

불가능하므로 험 거리 도출과정에서 추  과정은 발사 후 

30  동안만 수행하 다. 그리고 항공기 신호가 칭이므로 

험 거리의 계산은 0°부터 180°까지 5° 간격으로 수행하 으며 

험 거리 도출을 한 거리 증분은 10m로 설정하 다.

2.2 항공기 회피기동을 포함한 미사일 유도모델

기존 연구에서는 험 거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는 

외선 유도 미사일의 근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정한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Rao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가 미사일의 근을 인지하고 미사일과 

반  방향으로 회피기동을 하는 것을 고려하 으며 체 인 

유도 과정은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먼  미사일은 기

치에서 출발한 이후 지속 으로 항공기와 미사일의 상  

각도인 Φ를 계산하고 비행경로가 가 되도록 자세를 수정

하여 항공기를 향해 근한다. 이 게 모델링할 경우 비례항법

제어를 용한 미사일과 유사한 비행궤 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항공기의 경우 기에 미사일의 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서는 0°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지만 MAW가 미사일 

근을 알리는  이후에는 미사일의 근 방향에서 벗어나기 

해 비행경로가 가 되도록 지속 으로 선회하며 선회 과정

에서 항공기 속도의 댓값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선회 과정에서 항공기는 시간 증분 당 만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모델링하 으며 이는 항공기의 기동성을 

고려한 과 항공기 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아래와 같이 정의

하 다.

 li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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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lock-on range and lethal range 

with no evasive maneuver

Fig. 5 Change in flight path of aircraft and missile 

with evasive maneuver when missile launch position 

is 8km, 60°

Fig. 6 Change in lethal range with respect to lim 

when   is 5km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와 에 하여 는 5, 

6, 7km를 용했으며 마하 0.9로 비행하는 투기의 최  

기동성능을 고려하여 은 3, 5, 7G로 설정하 다.

2.3 항공기 회피기동에 따른 생존성 분석

먼  항공기가 회피기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 탐지 거리와 험 

거리의 차이는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밝 진 것과 같이 항공기의 방에 해서는 미사일과 항공기가 

마주보며 기동하고 있으므로 근속도가 빨라 탐지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항상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탐지 거리와 험 거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사 각

도가 60°를 넘어감에 따라 미사일이 항공기를 따라 기동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져 탐지 거리와 험 거리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역에서는 미사일의 추진 성능에 의해 항공

기의 생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탐지 거리와 

험 거리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항공기를 후단에서 추 해야 

하여 근속도가 가장 작은 180° 역이다. 고도 5km 역은 

상 으로 항력이 큰 고도이며 이로 인해 미사일이 격히 

에 지를 잃어 후방에서의 험 거리는 5km 수 으로 나타났다.

Fig. 5는 8km 거리, 60° 방 각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해 

항공기의 회피기동 유무에 따라 항공기와 미사일의 비행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먼  항공기가 회피기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사일이 항공기의 경로를 추 하여 12.1  이후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항공기가 근하는 미사일을 

5km 거리에서 인지하고 미사일과 반 방향으로 각각 3G, 5G의 

회피기동을 수행하는 경우 미사일의 속도가 항력에 의해 어

듦에 따라 30 가 경과한 후에도 미사일이 항공기를 격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회피기동을 수행하는 경우 

60°에서 9.58km인 험 거리가 감소할 것을 측할 수 있다.

가 5km인 경우에 해 기동성능에 따른 험 거리의 

변화는 Fig. 6에 나타난 것과 같다. 먼  방의 경우 근속

도가 매우 빠르며 미사일로부터 회피하기 해 항공기가 방향을 

환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회피기동을 수행하여도 

험 거리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은 

항공기 투  면 이 상 으로 작고 공력가열에 의한 신호가 

지배 이므로 미사일의 추진성능에 비해 발사가 가능한 탐지 

거리가 짧은 것도 향이 있다. 회피기동에 따라 험 거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지 은 45° 근방부터이며 이 방 각부터 

Fig.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항공기의 회피기동으로 인해 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의 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회피기동의 향은 90° 부근을 지나 후방으로 갈수록 감소

하는데 이는 후방에서의 험거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회피기동이 없어도 항공기 속도와 미사일 속도가 같은 방향

이므로 근속도가 느리며 회피기동에 따른 근속도의 변화도 

작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기동성능에 따라 험 거리는 추가

으로 감소했으며 기동성 증 에 따라 향이 크게 나타나는 

역은 60° 부근으로 =5km, =7G 조건에서 험 

거리가 최  18.9%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W의 성능이 높아 가 증가하는 경우 항공기가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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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 in flight path of aircraft and missile 

with   when missile launch position is 8km, 60°

 

Fig. 8 Change in lethal range with respect to   

when lim is 5G

Fig. 9 Reduction of lethal range and lethal area 

according to evasive maneuver condition

일을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회피기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 Fig.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가 

큰 경우 미사일의 근을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회피기동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방향 이동거

리는 증가하 다. 8km 거리, 60°의 방 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값에 따른 30  이후 미사일과 항공기의 

거리는 약 1km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의 변화에 따른 험 거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방의 경우 탐지 거리가 5km 수 이므로 가 

증가해도 험 거리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5°부터 130° 부근에서는 가 증가함에 따라 험 

거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 다. 90° 부근부터는 험 거리가 

6km 부근에 수렴함에 따라 가 7km로 증가해도 험 

거리가 추가로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신 40°에서 75° 구간에

서는 험 거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 다. 반 인 험 거리의 

감소폭은 항공기의 기동성능보다는 에 더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km, =5G 조건에서 험 

거리가 최  29.4%가 감소하 다.

마지막으로 Fig. 9는 회피기동 조건에 따른 험 거리의 최  

감소량과 험 거리의 방 각 별 분으로 정의되는 험 면 의 

감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결과 으로 험 거리와 험 면  

모두 =7km, =5G 조건에서 가장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험 거리는 60° 에서 29.4%, 험 면 은 

11.8% 감소하여 의미있는 수 으로 항공기 생존성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MAW가 장착되어 외선 유도 

미사일에 한 회피기동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항공기의 

생존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여기에 외선 유도 

미사일의 근을 인지하여 어 등을 투발할 경우 추가 으로 

생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향후 항공기 개발 시 

항공기의 구조 인 한계에 따라 마하 0.9의 고속에서 7G 이상의 

고기동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MAW의 성능을 

끌어올려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외선 유도 미사일에 응하기 해 MAW가 

설치된 항공기가 유도 미사일에 한 회피기동을 수행할 경우 

항공기의 생존성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생존성을 평가하기 해 탐지 거리가 아닌 험 거리를 사용하

으며 험 거리의 도출에 사용되는 미사일의 유도과정에서 

MAW의 탐지거리와 항공기의 기동성능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회피기동을 고려하 다. 고도 5km를 마하 0.9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해 방 각 별로 변화하는 탐지 거리를 용하

으며 AIM-9 미사일에 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미사일 

속도를 반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 방과 후방에서는 미사일과 항공기의 근속도에 

변화가 크지 않아 험 거리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4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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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외선 유도 미사일은 미사일에서 자체 으로 방사하는 신호가 없어 항공기에서 근을 인지하고 응하기가 어렵다. 

한 외선 유도 미사일을 탐지하는 MAW(missile approach warning)는 고가의 장비로 재는 항공기에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그 효용성이 공개된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W가 탑재되어 항공기가 근하는 유도 미사일에 해 회피

기동을 수행할 때 항공기의 생존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해석하여 MAW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생존성의 평가

지표로 험 거리를 사용하 으며 고도 5km를 마하 0.9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해 AIM-9 외선 유도 미사일이 근하는 

상황에 한 험 거리를 방 각 별로 도출하 다. 항공기의 회피기동에 한 변수로는 5～7km의 MAW 인지거리와 3～7G

의 항공기 기동성능을 고려하 다. 해석 결과 MAW를 통한 미사일 근 인지와 회피기동 만으로도 험 거리가 상당히 감

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회피기동에 따른 험 거리의 감소는 최  29.4%로 나타났다. 한 상 으로 향상시키기 어려운 

항공기 기동성능보다는 MAW 인지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험 거리의 감소에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외선 유도 미사일, MAW, 험 거리, 회피기동

140° 부근까지는 험 거리가 의미있는 수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회피기동 조건에 따른 항공기와 미사일의 

비행궤 을 분석하여 험 거리의 감소 요인에 해 분석하 다. 

MAW의 탐지거리와 항공기 기동성능  험 거리의 변화에 

더 향이 큰 것은 MAW의 탐지거리로 나타났으며 MAW가 

미사일을 가장 멀리서 탐지하는 =7km, =5G 조건

에서 험 거리는 29.4%, 험 면 은 11.8%가 감소하여 

회피기동을 수행할 시 항공기의 생존성이 상당한 수 으로 

증가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MAW를 통해 을 

인지하고 회피기동만을 수행하여도 험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MAW와 연동하여 어 등을 사출할 

경우 추가로 생존성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MAW의 효용성과 회피기동에 따른 생존성 증가는 

추후 한국형 투기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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