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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통신 부문

해상 자 체계 조우 HILS 연구

A Research on Naval Electronic Warfare System Engagement HILS 

Technology

                      신 동 조*       이 정 훈*       류 시 찬*

Dong-cho Shin     Jeong-hoon Lee     Si-Chan Ryu

Abstract

  This paper on the Research of Naval Electronic Warfare System HILS(Hardware In the Loop System) describes 
the EW engagement HILS construction method for evaluation of the operational concept analysis on active RF 
Decoy in staying in the air and the deceit ability to anti-ship missile seeker. We obtain the EW M&S technology 
of EW engagement HILS and EW efficiency analysis from this project.
  This Naval Electronic Warfare System HILS technology will support Active Decoy Development Project and any 
other HILS of EW weapon in KOREA ARMY/NAVY/AIR FORCE.

Keywords :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EW(Electronic Warfare)

1. 서 론

  해상 자  시스템이 미래의 해상 장에서 매우 

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다. 특히 능동형 고주  탐색기(Active Radio Frequency 
Seeker)를 장착한 함 유도탄(ASM : Anti-Ship Missile)
은 함정들에게 매우 인 무기로 인식되며, 함

유도탄에 한 효율 인 방어 수단의 하나로 고주  

탐색기에게 함정보다 큰 RCS를 갖는 허  표 을 제

시하여 실표 인 함정 신 기만용 표 으로 ASM을 

유도하는 방식이 함정 방어 수단으로 각 을 받고 있

다. 해군 사에서 이러한 RF 기만기의 역할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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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으로 볼 때나 기술 으로 볼 때 매우 그 역할이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획

득하기 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국방 체계 개발단계에서 개발될 무기체계의 기술 험

요소를 식별하고, 무기체계의 주요 성능  기능을 

측하고 검증하기 하여 HILS 시스템과 같은 시뮬

이션 기법의 도입은 필수 이다.
  특히, 자  체계 구축과정에서 용되는 시뮬 이

션 기법은 시스템 자체의 용 가능성 확인 단계에서

부터 개발 완료 후 성능  기능 검증단계까지 모든 

개발 사이클에서 응용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

다. 시스템 성능 측  설계 단계에서 구성 요소들의 

성능 지수 추출을 해서는 시뮬 이션 기법이 유일한 

방법론이 되며 개발 시에도 각 단  구성요소의 기능

을 검증하기 해 시뮬 이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 인 검증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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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해상 자 체계 조우 HILS 연구” 논문에서 시

뮬 이션 상으로 용한 해상 자  무기체계는 미

사일 탐색기에서 자 인 방식으로 허  표 으로 유

도하는 능동형 유도탄 기만 장치(AMD : Active Missile 
Decoy)를 운송하는 로켓형의 비행체는 발사 후 낙하

산을 단계 으로 펼쳐서 체공시간을 확보하는 낙하산

형과 추력 제어를 통해 체공상태를 유지하는 체공형 

로켓(Hovering Rocke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

은 능동형 유도탄 기만장치인 체공형 로켓의 운용 개

념 분석  실제 미사일 탐색기의 유도 능력을 검증

하기 한 자  조우 HILS의 구축 내용에 한 연

구논문이다. 이는 실제 함 미사일 탐색기를 이용 하

여 미사일에 한 기만 가능성을 자  M&S로 측

하고 검증하는 것이 주 목 으로, 함 미사일에 한 

기만 가능성을 실제 미사일 탐색기를 이용하여 검증

하여, 체계의 작  운용 타당성 검토, 개발 산  개

발기간의 성 검증 가능성 연구  능동 RF 기만

기 련 핵심 기술 요소 식별  기술력 축 , 실제 

체계 개발시 기술  험요소 식별  안 연구 등

을 목 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능동 RF 
기만기 련 자  조우 HILS 구축과 이와 련된 

M&S 기술 확보가 가능하 고, 실제로 본 연구를 통

하여 향후 본 부서에서 개발 정인 능동 RF 기만기 

체계의 자  성능 분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향후 실제 체계 개발시 체계 설계  개발시 활용

하여 기술  험성 제거  개발 비용 약  개발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능동 RF 기만기 사업뿐 만 아니

라 향후에 개발되는 여러 자  장비의 운용 개념 

분석  자  성능 분석 능력 검증용 자  무기

체계 HILS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2. 상 무기체계  HILS 구성요소 분석

  본 논문은 해상환경에서 함 자 에 사용되는 능

동 RF 기만기 시뮬 이션 기술에 한 것으로서, 일반 

자  장치가 랫폼에 탑재되어 교란을 수행하

는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 용 상인 능동 RF 기만

기 HILS는 랫폼과 분리되어  미사일에 한 

교란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실내에서 모의할 수 있는 

능동 RF 기만기 시뮬 이션 기술에 한 것이다. 배경

기술을 살펴 보면 일반 으로 재  장치는 랫폼에 

탑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표 이동 시뮬 이션 장치

에서도 두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이동한다. 
따라서 두 안테나  하나는 표  함정의 반사신호를 

방사하고, 다른 하나는 재 (Jamming)신호를 방사하여 

재  효과도를 분석한다.

Fig. 1. 해상 자 체계 조우 HILS 운용개념

  이러한 형태의 일반 인 시뮬 이션 장치들은 능동 

RF 기만기와 같이 랫폼과 분리되어 재 하는 형태

의 교란 장치를 모의하고, 바다 의 함정, 비행하는 

미사일  능동 RF 기만기의 상 거리를 모의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문제 을 

감안하여 연구된 것으로서, 실제 미사일이 발사되어 

함정을 향해 비행하는 것을 시뮬 이션하고, 함정에서 

미사일의 신호를 수신할 때, 하는 미사일, 능동 

RF 기만기  표 함정의 각각의 거리를 고려하여 3
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거리 매핑을 통해 능

동 RF 기만기의 이동 궤 을 모의 제어하는 방법을 

구 하여, 능동 RF 기만기의 효과를 실제 환경에서 발

생하는 결과와 유사하게 시뮬 이션할 수 있는 능동 

RF 기만기 시뮬 이션 시스템을 연구하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 능동 RF 기만

기 시뮬 이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이동 시뮬 이션 시스템(TMS)
• 표 이동시뮬 이션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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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 발생장치

• 함 미사일 탐색기  제어장치

• 앙 HILS 통제시스템 등

3. 해상 자 무기체계 조우 HILS 기본 구성

가. 조우 시나리오

  해상 투 환경에서 능동 RF 기만기를 장착한 투

함정이 교   함의 함 유도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아함에서 능동 RF 기만기를 발사하여, 
아군 함정이 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자  조우 챔버에서 실제 미사일 탐색기를 

이용하여 해상 자  조우M&S(HILS)를 구축하 다.

나.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자  조우 챔버에서 실제 함 미사

일 탐색기를 운용하여 3차원 가시화 로그램에서 생

성하는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실제 해상 투 상황과 

유사하도록 모의하여 구축하 다. 그 구성요소는 다음

과 같다.

• 3D가시화/조우 시나리오 생성 PC : 체 시험의 

시나리오를 최 로 생성해주는 컴퓨터로서 실제 

해상 투 상황과 유사한 3차원 그래픽을 지원하

고, 한반도 서해안 실제 성 사진  3차원 지리 

정보를 이용 구축하 으며, 네트워크로 각 구성요

소 즉 함, 아함, 함미사일, 능동 RF 기만기 등

의 치  자세(Pitch, Yaw, Roll) 정보 등을 서버

에 송하는 기능 수행

• 능동 RF 기만기신호발생/제어 장치 :  미사일의 

RF 기만기 신호를 능동 RF 기만기에 맞는 신호를 

생성하고 통제하는 기능 수행

• TMS(Target Motion Simulator)/TMS 제어 장치 : 아

군 함정과 능동 RF 기만기간의 거리를 미사일의 

거리와 상  비교하여 조우실험실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모의하는 기능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가

상환경에서 능동 RF 기만기를 시뮬 이션 하는 장

치이다. 이 장치는 미사일의 신호를 방사하여 표

함정의 반사신호를 탐지하는 미사일 탐색기와 

함 미사일 탐색기에서 방사된 신호에 따라 표 함

정의 반사신호와 상기 능동 RF 기만기의 신호를 

방사하기 한 각각의 안테나를 구비하고, 능동 

RF 기만기의 이동궤  구

• RF 발생 장치 : 함 미사일 탐색기에서 방사된 

신호가 탐지되면 표 이동 시뮬 이션 장치에 의

해 표 함정의 반사 신호를 방사하도록 안테나에 

신호를 달하고, 함 미사일 탐색기에서 방사된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증폭하여 표  이동시뮬

이션 장치에 의해 방사된 능동 RF 기만기의 신호

가 표 함정의 반사신호 보다 큰 반복지연신호를 

방사하도록 안테나에 신호 달

• 함정신호 발생 제어 장치 : 함 미사일의 아군 함

정에 한 RF 반사신호를 모의해 주는 기능 수행

• 함 미사일 탐색기 제어/신호계측 장치 : 아함  

능동 RF 기만기를 추 할 수 있는 실제 미사일 탐

색기를 제어하고 그 결과를 도시하는 기능 수행

• 앙통제/시험결과 도시 서버 : 체 인 HILS 시험

을 통제하고, 그 시험 결과를 도시하는 기능 수행

HILS SERVER
(중앙통제/
시험결과도시
서버)

무반향조우챔버

TMS 제어 PC

LAN

미사일
탐색기(HP, 

EX)

FMS

Seeker FMS
제어 PC

Active Decoy
신호발생
/제어장치

함정신호
발생제어장치

Seeker
제어장치/신호
계측 PC

표적
안테나

3D 가시화/
조우시나리오
생성 PC

TMS

 

Fig. 2. 능동 RF 기만기용 해상 자  HILS 구성도

  여기에서 표 이동시뮬 이션 장치는 함 미사일 

탐색기에서 방사된 신호가 탐지되면, 능동 RF 기만기

의 안테나를 표 함정의 안테나로부터 떨어지도록 이

동궤 에 따라 이동시키도록 제어된다.
  한, 능동 RF 기만기의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반복 

지연신호는,

  여기서,
    J : 능동 RF 기만기에서 방사되는 반복지연신호

    S : 표  함정의 반사신호

    ERPJ : 능동 RF 기만기의 유효방사 력

    ERPR : 미사일의 유효방사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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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T : 표  함정의 RCS(reaction control system)
    RJ : 능동 RF 기만기와 미사일 탐색기간의 거리

에 근거하여 방사된다.
  한, 표  함정, 능동 RF 기만기  미사일 탐색기

의 거리에 있어서,

,

  여기서,
    θ : 미사일로부터 표 함정과 능동 RF 기만

기가 이루는 각도

    A : 미사일 탐색기와 표 함정간의 거리

    C : 미사일 탐색기와 능동 RF 기만기간의 거리

    B : 표 함정과 능동 RF 기만기간의 거리

,

    X : 표 함정과 미사일 탐색기간의 가상의 직선

에서 능동 RF 기만기에 수직인 거리

    X' : 표 함정과, 능동 RF 기만기 거리의 2차원 

표 이동 시뮬 이션 장치의 투  거리

에 따라 척도에 변화를 주어 능동 RF 기만기의 이동

궤 을 형성한다.
  본 논문의 해상 자 체계 조우 HILS 연구는 실제

환경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함정 자 을 실내에서 

 미사일의 비행시나리오  능동 RF 기만기를 모의

하여 반복 인 실험, 비용 감  실제 외부환경의 다

양한 모의실험을 통해 함정 자  재 을 모의 수행

하는 효과가 있다.

다. 연구 분야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하나는 소

트웨어 분야로서 함 조우3차원 시나리오 생성 

로그램, TMS 모션 제어 로그램, 실제 환경의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로그램  거리 

스 일링 분야, HILS 서버  시스템 연동 로그램

(LAN 기반), 기만기 신호생성 제어 로그램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한 분야는 하드웨어 분야로서 RF 
기만기 신호 생성 모듈과 함 미사일 탐색기 동작 

 표 (함정) 신호 생성 모듈 등이다.

• 함 조우3차원 시나리오 로그램 : 3차원 해양 

지형 에서 함과 아함의 교  상황에서 미사일

과 능동 RF 기만기의 조우 시나리오를 생성해 주

는 로그램으로서 조이스틱을 이용 함정을 조정

하고, 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

Fig. 3. 3차원 조우 시나리오 생성 로그램

• TMS 모션 제어 로그램 : 아함과 능동 RF 기만

기 치를  함미사일의 치와 상 으로 모

의하는 안테나 치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를 제어하는 로그램 개발 연구/구

Fig. 4. 표 이동 시뮬 이션 제어 로그램

• 매핑/scaling 분야 : 본 시스템이 구 된 자  조

우 실험실은 그 크기가 한정 이어서 실제 조우 

환경을 모의하기 하여는 매핑  scaling이 필수

이다. 이를 지원하기 한 알고리즘  로그램 

연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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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시스템 연동 분야 : 총6 의 PC를 유기 으로 

연동하기 하여 LAN 환경을 기반으로 TCP/IP 소

켓을 이용 구

• 신호 제어 로그램 : 능동 RF 기만기의 신호를 

생성하고 그 시 을 제어하는 로그램 연구/구
• 기타 로그램 : 미사일 탐색기을 도입하며 함께 

구축된 로그램으로 함 미사일 탐색기의 상태

를 도시하고 제어하는 로그램 연구/구
• 능동 RF 기만기 신호생성 모듈 : 함 미사일이 

탐지하는 신호를 모의하여 함정신호보다 크게 

송하여 미사일 탐색기를 유도하는 신호 생성을 주

하는 기능 연구/구
• 타겟(함정)신호 생성 모듈 : 자  실험실에서 실

제 인 배를 상으로 함미사일 탐색기를 동작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아함의 RCS를 생성

하고 제어하는 기능 연구/구
• 함 미사일 탐색기 제어 모듈 : 실제 함 미사일 

탐색기를 구동하여 RF 신호를 탐지하고 제어하는 

기능 연구/구

라. 능동 RF 기만기 기동 시뮬 이션

  Fig. 5는 능동 RF 기만기의 이동 궤 을 시뮬 이션

하기 한 궤  분석 그래 로서 개발될 능동 RF 기

만기 장치의 기동 시뮬 이션 그래 이다. 이 이동 궤

은 3차원 공간상에서 구간 1에서 구간 4로 구분하

여 이동한다.

Fig. 5. 능동 RF 기만기 궤  분석

  이 때, 구간 1에서의 이동 방법은 다음과 같이 2단

계로 용된다.

• 1단계 : 다음 수학식과 같이, 능동 RF 기만기의 

기 상태인 yaw, pitch, roll에 의거 회

  여기서,  G : 4*4 단

    

    θy, θp, θr : 각각 yaw, pitch, roll 각도

    G', G'', G''' : 계산결과행렬

• 2단계 : 다음 수학식과 같이, 능동 RF 기만기의 

치 이동 행렬을 구한 후 이동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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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g : 력가속도

    Va : 능동 RF 기만기 속도

    △t : 능동 RF 기만기의 이동 시간

    PLa : 능동 RF 기만기 로컬 이동 거리

    PTa : 능동 RF 기만기 회  이동 거리

    Pa : 능동 RF 기만기 치

    G'''': 능동 RF 기만기의 최종 치행렬

  한, 구간 2에서는 다음 수학식과 같이 포물선 자

유 낙하운동으로 이동하 으며, 구간 3에서는 낙하속

도를 서서히 이면서 목표 고도(즉, 구간 4)에 치

하도록 이동하 으며, 구간 4에서는 능동 RF 기만기

의 순항 고도를 유지하며 함정의 순항속도와 유사하도

록 모의하 다.

  여기서,
    θ : 능동 RF 기만기 발사각도

    x : 능동 RF 기만기 수평방향 치

    y : 능동 RF 기만기 수직방향 치

    △t : 능동 RF 기만기의 이동 시간

    g : 력 가속도

Fig. 6. 기동 모의 방법 - mapping, scaling

  Fig. 6은 능동 RF 기만기 시뮬 이션 장치를 이용한 

시뮬 이션에서의 표 함정, 능동 RF 기만기  미사

일의 거리와 각도간의 함수 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즉, Fig. 6은 표 이동시뮬 이션 장치의 매핑하기 

해 용된 기술을 나타낸 그림으로서, 3차원 공간에

서의 능동 RF 기만기 운동을 실험실의 2차원 표 이

동 시뮬 이션 장치에 매핑하기 해 다음 수학식에 

따라 미사일 탐색기, 표 함정  능동 RF 기만기가 

2차원 공간으로 매핑된다. 즉, 표 함정, 미사일 탐색

기 , 능동 RF 기만기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척도에 

변화를 주어 능동 RF 기만기의 이동궤 을 형성할 수 

있다.

,

,

  여기서,
    θ :  미사일로부터 표 함정과 능동 RF 기만

기가 이루는 각도

    A : 미사일 탐색기와 표 함정간의 거리

    C : 미사일 탐색기와 능동 RF 기만기간의 거리

    B : 표 함정과 능동 RF 기만기간의 거리

    X : 표 함정과 미사일 탐색기간의 가상의 직선

에서 능동 RF 기만기에 수직인 거리

    X' : 표 함정과, 능동 RF 기만기 거리의 2차원 

표 이동 시뮬 이션 장치의 투  거리

Fig. 7. 실험실 미사일 탐색기 치 분석

  Fig. 7은 능동 RF 기만기 시뮬 이션 장치에 미사일 

탐색기 치를 분석하기 한 미사일 치 분석 그래

이다.
  3차원 공간에서 능동 RF 기만기 이동을 2차원 표

이동시뮬 이션 장치에 매핑할 때 용하기 해 다

음 수학식을 사용하여 스 일링시 가장 한 미사

일 탐색기 치를 분석한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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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y : 실험실에서 능동 RF 기만기 모의 안테나와 

표  함정 모의 안테나간의 이격거리

    dST : 실험실에서 미사일 탐색기와 표 이동 시뮬

이션 장치간 고정거리

    dASh : 가상공간에서 능동 RF 기만기와 표 함정

간의 이격 투 거리

    dMSh : 가상공간에서 미사일과 표 함정간의 거리

    △t : 미사일의 이동 시간

    VM : 미사일 속도

(a)

(b)

Fig. 8. HILS 서버 로그램

  이 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미사일 탐색기와 표

이동 시뮬 이션 장치간의 거리(y)가 지나치게 짧으면, 
미사일이 근하는 것을 모의할 때 표 함정에 가까이 

왔을 경우 제한된 속도(3.5m/sec)를 갖는 표 이동 시

뮬 이션장치가 반응하기 어렵도록 격히 속도가 증

가함을 알 수 있고, 한 미사일 탐색기와 표 이동 

시뮬 이션 장치간의 거리(y)가 지나치게 멀면, 표 이

동 시뮬 이션 장치가 반 할 수 있는 제한 거리를 벗

어남을 알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표 이동 시뮬

이션 장치와 미사일 탐색기간에 정거리인 5m로 

설정하여 구성하 다.
  Fig. 8은 본 발명에 따른 능동 RF 기만기 시뮬 이

션 장치를 이용한 능동 RF 기만기 운용 모의 분석 그

래 이다.
  Fig. 8의 (a)은 가상공간에서 능동 RF 기만기, 표  

함정, 미사일 간의 조우 상태를 표시한 화면과, 미사

일과 능동 RF 기만기간의 고도정보를 도시한 그래

이며, (b)는 능동 RF 기만기와 표 모함 간의 이격 거

리를 도시한 그래 와, 미사일의 이격 거리를 분석하

기 한 그래 를 의미한다.

마. 해상 자  조우 HILS용  RF 발생 시스템

  Fig. 9는 능동 RF 기만기 시뮬 이션 시스템의 RF 
발생 장치 구성을 개략 으로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

램이다.

Fig. 9. RF 발생 개념도

  RF 발생 장치는 미사일 탐색기에서 방사된 신호 즉, 
미사일로부터 방사되어 표 함정에서 반사되는 표  

반사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와, 
능동 RF 기만기의 안테나가 표 함정의 안테나에서 

분리되어 이동궤 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능

동 RF 기만기의 신호를 켜주는 스 치  신호의 감

쇄를 하기 한 감쇄기 등을 거쳐 능동 RF 기만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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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력을 만들어 다. 이 때, 스 치와 감쇄기의 제

어신호는 3차원의 가상환경 시뮬 이션 시스템과 연동

하여 작동한다. Fig. 10은 자  조우 실험실에서 실

제 구 된 장치 사진이다.

Fig. 10. 해상 자  HILS용 RF 발생 장치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 자  장비인  유도탄 능동

형 기만장치인 체공형 로켓의 운용 개념 분석  실제 

미사일 탐색기의 유도 능력을 검증하기 한 해상 

자  조우 HILS의 구축시 소요된 장치  로그램에 

한 구  방법과 알고리즘에 하여 기술하 다. 그 

특징과 활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실제 미사일 탐색기를 이용하여 미사일에 한 기

만 가능성을 자  M&S로 확인

• 능동 RF 기만기 HILS 시스템 구축  련기술 

확보

• 능동 RF 기만기체계 성능분석 가능성 확인

• 향후 체계 설계  개발시 활용 가능성 확인

  이러한 자  조우 HILS 기술을 바탕으로 능동 RF 
기만기 체계 개발 사업뿐 만 아니라 향후 개발되는 여

러 자  장비의 운용개념 분석  자  성능분석/
효과도 검증용 HILS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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