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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에서는 쟁 기 공군력을 투입해 기 

우세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히 음속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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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 기동성, 투행동반경, 
무장탑재, 정 투하능력 등이 향상되었으며, 최근에는 

의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고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  항공기들이 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스텔스 기술이 요한 이유는 

음속 항공기의 임무만큼이나 요한 공군력의 ‘생
존성’ 때문이다. 항공기의 생존을 하는 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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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ealth performance of supersonic aircraft in recent air battlefield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for 
latest fighters. Especially, as the technology is advancing, the IR stealth capability becomes more important because 
of its passive characteristic. To design an aircraft with stealth capability, we must know how much the IR 
signature is generated from the aircraft. Also, predicting the IR signature of enemy’s aircraft is tactically crucial. 
In this study, we calculated MWIR and LWIR infrared signature of 5th generation supersonic aircraft against 
air-to-air and surface-to-air threat using IR simulation code and CFD couple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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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유도 미사일이다. 최신 항공기는 공 공  지

공 유도 미사일의 에 응하기 해 가시(visual), 
음향(aural), 외선(infrared), 이더(radio detection and 
ranging) 등의 신호 감 기술을 도입하여 탐지에 

응(counter-measure)하고 있다. 이러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항공기를 격추하기 해, 무기체계 입장에선 보

다 민감한/다 역 탐지를 통한 스텔스 응(counter- 
counter-measure) 기술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이

러한 기술 발  상황은 흔히 창과 방패에 비유된다.
  공군력의 손실은 외선 미사일에 의한 격추가 주

를 이루었는데, 이는 외선 미사일의 특성 때문이다
[1]. 외선 미사일은 표 이 자체 으로 방사하는 

외선 신호를 탐지  추 에 이용하는 방식(passive)으
로 ‘발사 후 망각(fire and forget)’을 가능  하여 다음 

임무를 연속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술  장 을 가

졌으다. 한, 표 을 탐지하기 해 신호를 보내는 

방식(active)인 이더 미사일에 비해 표 입장에서 미

사일에 탐지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회

피/기만 시간을 감소시킨다. 외선 미사일의 탐지 기

술은 2차 세계  이후 1세  황화납(PbS) 탐지기

(seeker)를 이용한 외선 미사일을 시 로, 표 과 배

경의 미세한 외선 신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4]. 황화납을 이용

한 1세  외선 탐지기는 근 외선 역(SWIR : 1.3 
～ 3 μm)에서 감도가 우수하 으며, 항공기의 배기가

스  고온부를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세  외

선 탐지기는 항공기의 외선 미사일 응 기술인 화

염(flare)에 쉽게 기만되었고, 미사일이 항공기의 후미

에서 항공기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운 될 수밖에 없

어 실제 장에서 성과는 미흡하 다[5].
  2세  외선 미사일은 외선 역(MWIR : 3 
～ 5 μm) 역의 기창[6](atmospheric window : 기

 H2O, CO2 등의 분자에 의한 흡수 역을 제외한 

외선 투과율이 높은 장구간) 역을 활용하 으

며, 이 역시 항공기의 배기가스  고온부 탐지만이 

가능한 후방 추 방식이었다. 3세  외선 미사일은 

FPA(Focal Plane Array) 방식을 이용하여 표 과 배경

을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으며, 원 외선 역(LWIR 
: 8 ～ 12 μm)의 기창을 활용하여 항공기의 표면에

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한 발열부를 탐지하는 수 에 

이르 다. 외선 미사일은 이러한 탐지성능의 발달로 

방, 측방, 후방의 모든 방향(all aspect)에서 발사 가

능한 단계로 발 하 다[7,8].

  이러한 외선 미사일의 발달로 인한 이 공군

력의 생존성을 하는 상황에서, 외선 미사일에 

응하기 한 스텔스 기술은 더욱 요하게 강조되

고 있다. 외선 스텔스 기술을 포함한 스텔스 기술은 

기술 선진국에서 외부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

므로, 독자 인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한 개발된 

스텔스 기술을 체계에 용할 경우, 스텔스 기술을 통

한 신호 감 성능을 평가하기 한 기술이 스텔스 

기술 개발에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세  음속 항공기의 열/유동 

시뮬 이션을 통해 표면온도를 산출하고, 외선 신호 

분석 로그램을 통해 외선  원 외선 역 

외선 신호를 평가하 다. 표 으로 선정한 비행조건

은 항공기의 비행가능구역에서 음속 순항가능 구간

을 고려한 고도 10000 m, 마하수 1.5이다. 비행마하수

의 증감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와 기조건에 따른 

항공기 외선 에 지 변화는 차종 , 김태환 등이 이

의 연구에서 수행하 다[9,10]. 본 연구에서는 공 공/
지 공 상황에서 항공기의 외선 신호를 정량 으로 

산출하 으며, 이러한 외선 신호 평가 기법은 재 

운용되고 있는 음속 항공기의 외선 신호 분석을 

통해 기종별 데이터 베이스 확보, 피아식별 자료, 추

후 독자 인 외선 스텔스 기술 용 시, 신호 감 

능력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2. 본 론

2.1 공 공/지 공 상황별 항공기 외선 신호 요인

  음속 환경에서 단열벽온도()는 식 (1)과 같이 

주유동온도(∞)와 회복온도의 합으로 정의되며,

  ∞  

∞


 (1)

여기서 은 회복계수, ∞는 주유동의 속도, 는 유

동의 정압비열이다.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온도

는 유동의 속도의 크기가 커지면 속도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여 상승하기 때문에, 음속 항공기와 같이 빠

른 속도로 비행하는 물체의 경우 공기와의 마찰에 의

한 공력가열로 인한 표면온도 상승은 열원으로써 무

시할 수 없는 수 이다. 주유동의 마하수 증가에 따른 

공기의 동온도는 Fig. 2와 같고 마하수 1.5에서 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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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온도가 속도성분에 의해 상승한다. 공기의 경우 

열경계층이 유동경계층보다 두꺼우며, 이에 따라 온도

회복계수가 1 이하이다. 난류 역에서 공기의 회복계

수 r은 Prandtl 수의 1/3제곱인 0.89로 알려져 있으므로 

마하수 1.5에서 온도회복은 약 89 K 정도가 될 것이

다. 이러한 공력가열로 인한 온도 상승은 Fig. 1의 공

공/지 공 상황별 항공기 외선 신호의 요인으로

써, 특히 LWIR 탐지기를 장착한 미사일에 을 받

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공력가열은 Fig. 1의 (a), (b)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항공기의 노즈, 캐노피, 공

기흡입구, 선단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은 항공

기를 방에서 탐지하고 추격하는 상황에서 탐지가능

한 부분이며, 미사일이 방에서 발사된 경우, 항공기

와 미사일의 상 속도가 커져, 후방에서 발사된 경우 Fig. 2. Dynamic temperature of air with velocity increase

Fig. 1. IR sources of aircraft (a) air-to-air, (b) surface-to-air and typical battle scenario (c) air-to-air [after ref.2], (d) 

surface-to-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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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미사일이 항공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므

로, 더욱 이다. MWIR 탐지기를 이용한 추  시

나리오는 앞서 언 한바와 같이 후방 추 이다. 후방 

추 은 항공기의 후미의 고온부를 탐지하여 추 하며, 
MWIR 열원은 Fig. 1의 (a),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

로 항공기의 후방동체 쪽에 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MWIR/LWIR 신호를 평가하기 해 음속(마
하수 1.5)으로 순항하는 5세  항공기의 공력가열과, 
고온 럼으로 인한 동체의 온도상승을 고려하 다. 
Fig. 1의 (c), (d)는 공 공  지 공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항공기와 미사일이 수 m의 크기

이고, 항공기와 미사일 사이의 거리는 수 km 이므로, 
항공기와 미사일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같은 

평면상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2]. 공 공 상황에선 

항공기와 미사일 사이의 거리를 고정하고 항공기와 미

사일의 탐지각도(detection angle)에 따른 신호를 산출하

여 항공기의 외선 신호를 평가할 수 있다. Fig. 1의 

(d)와 같은 지 공 상황에선, 항공기의 고도가 일정한 

경우, 미사일의 탐지각도에 따라 항공기와 미사일 사

이의 거리 한 달라지며, 이를 결과 에 반 하 다.

2.2 외선 신호 산출 방법  조건

  항공기 외선 신호 산출을 해 두 가지 로그램

을 사용하 다. 비행마찰열  럼을 포함한 음속 

열유동장 열유동해석을 해 Fluent를 사용하 으며, 
항공기 표면의 3차원 열 달 상 해석을 통한 표면온

도 산출과, 산출된 표면온도를 통한 외선 신호 산출

을 해 RadthermIR을 사용하 다. 외선 신호 산출

에 있어 두 가지 로그램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

    Fig. 4. Surface(shell) meshes for caculation in 

RadtermIR

다. 먼  외선 신호 산출을 해 필수 으로 필요한 

로그램은 RadthermIR이다. RadthermIR은 미국에서 

외선 신호를 산출하기 해 군사용으로 개발된 

로그램이며, 3차원 비정상상태 열 달 해석  외선 

신호 산출이 가능한 로그램이다. RadthermIR은 Fig. 
4와 같이 표면 격자를 이용하여 FEM(Finite Element 
Method) 방식으로 열 달을 해석한다. 도해석은 표

면 격자를 이용하여 3차원 해석이 가능하고, 복사는 

각 표면격자의 view factor를 계산하고 표면에 할당된 

방사율, 반사율을 바탕으로 면과 면사이의 복사해석을 

수행한다. 류 열 달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

한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표면에 열 달계수(h :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를 입력해 주는 방법

이다. 조  더 자세한 정보를 주는 방법은 사용자가 

표면의 열 달계수를 수식으로 입력하거나, 로그램 

내부의 라이 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가장 자세한 

Fig. 3. Aircraft skin temperature and IR signature analysis procedure with couple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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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로그램을 통해 계산한 열 달계수와 유동

온도를 입력(import)하는 방법이다[10]. 즉, RadthermIR은 

도, 복사, 류 열 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외선 신호를 산출할 수 있지만, 자세한 유

동장 계산은 별도의 CFD 로그램을 통해야 한다. 특

히나 본 연구의 상과 같이, 음속 환경의 복잡한 

유동장에 노출되어 있는 항공기 표면의 열 달계수와 

유동온도 측을 해선 별도의 CFD 로그램 사용이 

필수이며, CFD 결과를 RadthermIR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어떠한 CFD 로그램

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속 유동장 

해석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로그램인 

Fluent를 CFD 로그램으로 선정하 으며, 이러한 두 

로그램의 장 을 활용하는 방법이 coupling method
이며 외선 신호 산출 과정은 Fig. 3과 같은 흐름으

로 진행된다. 여기서 coupled iteration은 각 솔버에서 

계산한 결과를 주고받는 과정이며, 3회 반복시 일정한 

결과 값에 수렴함을 이 의 해석 수행을 통해 확인하

다[9].

2.3 유동해석 조건  결과

  RadthermIR 계산 수행을 해서 표면 격자가 필요

하며, Fluent 유동해석을 해선 체  격자가 필요하

다. 2.2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로그램의 결과

가 각각의 계산과정에서 기조건으로 입력되기 때문

에, RadthermIR에서 사용한 표면 격자와 동일한 격자

를 기반으로 체  격자를 생성하 다. 열경계층과 유

Fig. 5. Volume meshes for Fluent, (a) partitioning to 

optimize mesh, (b), (c), (d) volume meshes

Table 1.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s

Mach 1.5
Static 
pressure

Total 
temp.

Static 
temp.

Inlet
(freestream) 26500 Pa 325.0 K 224.0 K

Nozzle 
outlet 25433 Pa 2142.0 K 1353.6 K

Fig. 6. Mach number distribution of aircraft surface and 

flow around aircraft

Fig. 7. Flow and skin temperature distribution at different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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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계층에서의 온도회복을 계산하기 해서, 표면과 

가까운 체  격자의 두께는 500 μm로 설정하 다. 
한 Fig. 1의 (a), (b)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공력가

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항공기 노즈, 캐노

피 , 선단부에 격자 도를 증가시켰다. 이를 해 

항공기를 Fig. 5의 (a)와 같이 40개의 트로 구분하

여, 각 트별 격자의 크기를 조정하여 격자수를 최

화하 다. 체  격자는 경계층과 노즐후방의 럼부에 

격자 도를 높 으며, 최종 으로 표면 격자 약 23만

개, 체  격자 약 430만개를 계산에 이용하 다. 항공

기 표면 재질은 일반 으로 항공기에 사용되는 alloy- 
2024(density ρ = 2770 [kg/m3], specific heat α = 0.875 
[J/gK], thermal conductivity k = 177 [W/mK])로 설정하

으며, 표면은 회색 군용페인트로 도포되어 있다고 

설정하 다[9]. 고도 10000 m의 표 기에서 마하수 

1.5로 비행하고 있는 조건의 주유동과 노즐의 압력  

온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도 10000 m 마하수 1.5 조건은 음속 항공기가 가

장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고도에서 최고 속도로 가속

할 수 있는 조건을 근거로 선정하 다. 항공기의 치

는 김포공항 상공 10000 m로 설정하 으며, 태양 복

사량의 향을 배제하고 공력가열에 의한 향만을 

확인하기 해, 밤 10시의 기조건을 입력하 다. 
Fig. 6에 coupled iteration을 3차례 거친 후의 항공기 

표면  주변의 마하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항공기 주

변 마하수는 주어진 조건 로 1.5로 계산되었으며, 노

즈  선단부에선 충격 로 인한 마하수 감소가 확인

된다. 이러한 마하수 감소 부분은 공기가 정체되는 곳

으로 속도 성분이 온도로 회복되어 공력가열이 발생

하는 부분이며, Fig. 7의 항공기 표면 온도가 노즈와 

  Fig. 8. IR signature analysis results, left : LWIR, right : MWIR, 

background radiance : 8.93 W/m2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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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부에서 상승한 것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추가 으로 표면 온도 분포에서 특징 인 은 엔

진 근처의 동체와 꼬리 날개의 온도가 럼에 의해 

상승한 이다. 수직 꼬리 날개의 온도 상승은 방 

추  상황에서 외선 신호의 요인이 되며, Fig. 7의 

bottom view 온도 분포에서 확인되는 후방 동체의 온

도 상승은 지 공 미사일이 탐지하는 외선 신호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온도 상승 요인이 외선 신호에

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의 2.4 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2.4 외선 신호 해석 결과

  외선 탐지기의 원리는 표 이 방사하는 에 지와 

표  주  배경이 방사하는 에 지의 차이를 통해 표

을 탐지, 추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의 외선 

신호를 평가할 때 표 인 항공기와 배경의 복사에

지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인자를 사용해야 한다. 
외선 신호 평가에서는 일반 으로 비복사강도(CRI : 
Contrast Radiant Intensity[W/sr])를 사용한다. 비복사

강도는 배경과 표 의 외선 신호 차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식 (2)와 같이 표 된다.

Fig. 9. CRI of aircraft in air-to-air scenario, Mach no. 

1.5, altitude 10000 m

     ×  (2)

여기서 I는 표 과 배경의 평균 radiance이며, A는 표

의 면 이다. 비복사강도는 표 과 배경의 신호차

이, 표 의 투 면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탐지기는 

480×480 픽셀, 측시야(FOV : Field of View)는 2°로 

설정하 다. 공 공 상황에선 탐지기와 항공기의 고도

가 같다(10000 m)고 설정하 으며, 거리는 1 km로 고

정하 다. 지 공 상황에선 탐지기가 지표에 고정되어 

있다고 설정하 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거리가 달라진다. 항공기의 고도를 일정

하다고 가정하 으므로 간단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항공기와 탐지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 다. 를 들

어, 항공기와 탐지기의 각도가 5°인 경우의 거리는 

11.5 km, 30°인 경우는 2 km, 90°인 경우는 1 km이다. 
지 공/공 공 상황에 동일하게 탐지기의 역은 

외선 역과 원 외선 역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탐지각도는 (0 ～ 180°)에 하여 5° 간격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Fig. 8은 탐지 역에 따른 외선 

신호의 특성을 보여 다. LWIR의 경우 Fig. 8-(a)와 같

이, 항공기 표면의 공력가열에 의한 동체부의 신호가 

정확히 확인되는 반면에 MWIR의 경우는 (b) 엔진  

Fig. 10. CRI of aircraft in Surface-to-air scenario, Mach 

no. 1.5, altitude 100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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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고온부에 의한 수직꼬리 날개만이 확인되며, 동

체 신호는 탐지되지 않는다. 후방에서 탐지한 경우인 

(c), (d)의 경우는 두 가지 역 모두에서 강한 외선 

신호를 방출하며, 그 크기는 MWIR 역에서 더욱 크

다. 정량 인 신호 크기는 Fig. 9와 10에 나타내었다. 
Fig. 9와 10은 각각 공 공/지 공 상황에서의 탐지 

각도별 비복사강도(CRI)를 나타낸다. 두 상황 모두

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탐지 각도가 90°를 

넘는 치에서 MWIR(3 ～ 5 μm) 역의 신호가 격

히 증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의 원인은 90° 치

를 기 으로 MWIR 신호를 강하게 내보내는 노즐 고

온부가 탐지기에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호 크

기의 큰 차이로 인해 같은 그래 에서 탐지각도 체

에 한 신호를 나타내면 탐지 각도 90°이하의 방 

신호 특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Fig. 9
와 10의 그래  내부에 방 신호를 추가로 나타내었

으며, Fig. 8에서 정성 으로 확인한 결과와 마찬가지

로 방 탐지각에선 LWIR(8 ～ 12 μm) 역의 신호

가 MWIR(3 ～ 5 μm) 신호 보다 크다. 지 공 상황에

서 탐지 각도 70° 부근부터 MWIR 신호가 LWIR 신호

보다 크게 산출되는 이유의 가능성은 지 공의 경우 

항공기의 아래에서 항공기의 바닥면을 탐지하기 때문

에 Fig. 7의 bottom view에서 보이는 후미의 고온부가 

탐지되기 때문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도 10000 m에서 마하수 1.5로 

음속 순항하고 있는 5세  항공기에 한 공 공  

지 공 상황에서 탐지 각도, 탐지 역별 외선 신호

를 산출하 다. 구제척으로, CFD 솔버와 RadthermIR
을 통합한 coupled iteration 기법을 사용하여 항공기 

표면 온도  항공기 주변의 음속 유동장, 유동 온

도를 계산하여 외선 신호 요인을 분석하 으며, 계

산된 표면 온도를 바탕으로 외선 이미지를 산출하

고, 비복사강도(CRI)를 계산하여 외선 신호를 평

가하 다.
  항공기의 외선 신호는 방에서 LWIR 역의 신

호가 크고, 후방에서는 MWIR 신호가 크다. 특히, 공

공 상황에서 방추 의 경우, MWIR 탐지기는 항

공기 표면의 공력가열에 의한 외선 신호 비는 탐

지하지 못한다. 반면 후방 신호는 LWIR/MWIR 두 

역의 탐지기 모두가 탐지 가능하며, 같은 온도에 한 

후방 신호는 MWIR 역에서 매우 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외선 신호 산출 기법은 향후 스텔스 기술을 

통한 신호 감 능력 평가, 피아식별을 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형상 변경에 따른 외선 신호 증감 

단 등의 독자  스텔스 기술 개발 과정에 활용되리라 

기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방 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국방피탐지감소기술 특화연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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