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IMST, Vol. 21, No. 4, pp. 551-561, 2018 ISSN 1598-9127
DOI http://dx.doi.org/10.9766/KIMST.2018.21.4.551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1권 제4호(2018년 8월) / 551

1. 서 론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적군에 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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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제한된 요격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아군의 

주요 군사시설, 산업시설 및 주요 인구밀집 지역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위해서는 요격체계의 적정 배

치 및 운용이 필요하다.

  요격체계의 운용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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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otprint is defined as ground area that is projected from the outer edges of the battle space protected by a 

defence system. This concept can be effectively used for making decisions on site selection of anti missile systems 

to defend against enemy’s ballistic missiles. In this paper, simulations of ballistic missile trajectories based on 

various launch conditions are performed first and then the footprint is derived with engagement zone set as a 

boundary condition. Results of the simulation with various relative positions between the defense system and 

defended asset are also presented. The proposed method, in which the trajectories are generated based on launch 

point of the ballistic missile, has an advantage of approximating the defended area close to reality. Two 

applications are introduced in the present paper to describe how the derivation of defended area could be utilized 

in deployment decision of defen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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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격 미사일의 할당 문제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1,2] 이에 비해 요격체계의 적정 배치에 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한된 요격체계의 성능과 수량으로 적 탄도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격체계가 담

당하는 방호목표가 요격체계의 방어영역내에 최대한 

포함 될 수 있도록 배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정확한 방어영역 산출을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의 궤

적과 요격체계의 성능을 포함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필수적이다. 요격체계의 교전영역을 공간상에 설정하

면, 교전영역 내에 진입하는 적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하게 되고 지상에는 탄도미사일이 낙하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상영역을 방어영역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어영역 산출방법은 방어영역

을 간단하게 원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해

당 요격체계의 성능을 반영하여 계산된 방어영역 전단

(Foward-edge) 반경을 360° 전방향으로 원(circle)의 형

태로 그려주는 방법이다[3].

  이 방법은 탄도미사일의 접근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

고 방어영역을 원(circle) 형태로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방어영역 전단(Foward-edge) 반경을 반지름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요격체계의 방어영역 면적이 최

소화 하게 되어 효과적인 배치위치 판단을 어렵게 만

든다.

  본 연구에서는 요격체계의 배치위치 결정을 위해 미

사일 격추율 최대화 등을 고려했던 기존의 연구들[4,5]

과 달리 방어영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방어영역 산출을 위해 실제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추정

을 위한 단계별 시뮬레이션 모델을[6]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은 탄도미사일의 비행단계를 구분하여 

추진단계에서는 추력과 미사일 중량변화를 연소시간 

전/후로 세분화하고 비행경로각을 피치선회 전/후로 

계산하였으며, 자유비행 단계에서는 두 물체 관계식을 

이용하여 가속도 변화량을 계산하였고 재진입 단계에

서는 항력을 고려한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궤적을 추정하였다.

  계산된 궤적추정 모델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발사

를 모사한 뒤, 요격체계의 교전영역을 설정하여 방어

영역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으

로 사용되는 원 형태의 방어영역 산출 방법의 단점을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방어영역 산출을 가능케 하도

록 고안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방어영역 

계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탄도 미사일의 궤적 생성을 

위한 궤적추정 모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3장에서

는 다양한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

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어영역을 계산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산출된 방어영역이 요격체계 배

치 위치 결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2. 탄도 미사일 궤적 시뮬레이션

2.1 기존연구

  김흥섭[7]은 물리적 특성값을 이용하여 궤적 시뮬레

이션을 통해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정한 뒤 궤적추정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2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1)

α, β = Missile Trajectory Coefficient

H : 고도, Y : 수평거리

궤적계수(α, β)는 식 (1)의 이차방정식을 통해 식 (2)와 

같이 추정하였다.

α 또는 β =    (2)

    : 계수, α, β 추정식 파라미터, L : 사거리

  식 (2)와 같이 이차방정식의 추정된 궤적계수를 이

용하여 사거리별 탄도미사일 궤적을 계산하는 것은 

방어영역 산출에 필요한 탄도미사일 궤적계산을 간편

하게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실행시간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반면 실제 탄도미사일 궤적을 모사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기존 논문에서 제시된 궤적계수만으로는 궤적

이외에 경로각, 속도 변화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 궤적

추정에 연관된 파라미터 추정이 곤란하여 정확한 방

어영역 계산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고려한 궤

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각 비행

단계별 비행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탄도미사일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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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필요하다.

  김정희[8]는 기존에 공개된 북한 미사일 제원,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대기값 및 지구의 물리적 특

성값을 이용하여 궤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정하였다.

  Fig. 1은 이차방정식 계수추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궤

적을 계산한 결과와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

션 된 결과를 나타낸다.

  Fig. 1 (a)는 김흥섭[7]의 이차방정식 계수추정을 이

용한 탄도미사일 궤적 시뮬레이션 결과로, 탄도미사일

의 종류에 따라 정점 고도가 81.99 km, 134 km, 250.3 

km를 나타내고 있다.

  

(a) Missile trajectory using quadratic equation

(b) Missile trajectory using equation of motion

Fig. 1. Missile trajectory using quadratic equation and 

equation of motion

  Fig. 1 (b)는 김정희[8]의 물리적 특성값을 고려한 탄

도미사일 궤적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며, 탄도미

사일 종류별로 정점 고도가 93.1 km, 145.1 km, 269.5 

km를 나타내며 궤적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발사위치와 목표위치를 입력 파라미터로 

두고 State Transition Matrix를 이용하여 초기 발사조

건을 결정[9]하는 방법 등 다양한 궤적추정 방법이 존

재한다.

2.2 단계별 궤적추정 시뮬레이션 모델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궤적

산출 방법으로 궤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방

법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방향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

면서 많은 궤적을 그릴 수 있어서 방어영역 계산에 

효과적이며, 궤적계산 이외에도 교전가능 여부를 판단

하는데 필요한 구간별 탄도미사일 속도 제원 등 기타 

제원을 활용할 수 있다.

2.2.1 궤적시뮬레이션을 위한 이론적 배경

  탄도미사일 궤적은 추진/동력 단계, 자유비행 단계, 

그리고, 재진입 단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6]. 추진/

동력 단계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추력이 종료

되는 시점까지이며, 자유비행 단계는 궤도의 대부분을 

이루는 단계로 중력에 의한 자유비행이 이루어지게 된

다. 재진입 단계에서는 대기에 의한 항력이 주로 작용

하여 탄도미사일의 경로와 탄착점에 많은 영향을 끼

치게 된다.

  탄도미사일 궤적을 모의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시

뮬레이션 계산에 적용이 필요한 주요 고려요소가 있

다. 추진/동력단계에서는 탄도미사일을 계산된 궤적에 

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가해지는 가운데 

미리 지정된 피치 프로그램과 항법시스템에 의해 운

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치 프로그램에서 어떤 제

원을 세팅하는가 하는 문제가 주된 고려요소가 된다.

  자유비행 단계에서는 추력종료 시점의 속도와 피치

각에 의해 정해진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므로 두 물

체 문제(Two-body problem)가 주된 고려요소로 작용하

며, 재진입 단계에서는 대기에 의한 항력이 주된 고려

요소가 된다.

  Fig. 2(a)[11]는 추진단계에서 미사일에 가해지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며 Fig. 2(b)[10]는 자유비행단계에서 지

구와 미사일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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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추진단계에서 상승하는 미사일에 가해지는 힘은 

궤도평면상에서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으로 분해하여 식 

(3),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속도변화량 : 




cos    sin 
(3)

경로각변화량 : 




sin     cos
(4)

(a) Energy of motion at the powered flight[7]

(b) Two-body problem at the free flight[10]

 Fig. 2. Energy of motion at the powered flight and 

two-body problem at the free flight

  식 (3), (4)에서 속도변화량과 경로각변화량은 유도탄

축과 비행방향이 이루는 받음각()와 비행방향과 수평

방향이 이루는 경로각(), 항력(D)과 양력(L) 및 유도

탄 중량( )과 속도( )의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자유비행단계에서는 탄도미사일과 지구사이에는 만

유인력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서로 간에 작용하

는 힘은 Fig. 2의 (b)와 같다[10]. 자유비행단계에서의 운

동방정식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두 물체사이에 힘 :    


 

(5)

  식 (5)에서  와 은 각각 지구중량(M)과 탄도미사

일 중량(m)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거리를, 는 가속도

를 나타내며, 는 만유인력 상수를 나타낸다.

  식 (5)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에 작용하는 중력가

속도를 식 (6)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이 중력가속도

는 지구와 탄도미사일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한다.

중력가속도 : 
  



  (6)

  식 (6)에서 
 은 가상의 축 X’, Y’, Z’에서 탄도미

사일까지의 거리를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것으로 

중력가속도를 나타내며, 이를 이용하여 궤적구간의 속

도변화를 구할 수 있다.

 재진입단계에서는 탄도미사일에 작용하는 힘은 추력

단계와 마찬가지로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으로 구분하

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속도변화량 : 




   sin 
(7)

경로각변화량 : 




 cos
 

 

cos

(8)

  탄도미사일 궤적추정을 위해 탄도미사일 각 비행단

계별로 위의 방정식들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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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단계별 궤적 추정 시뮬레이션 방법

  탄도미사일 궤적추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탄도미사

일 물리적 입력제원은 김정희[8]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궤적계산의 

주요변수인 항력계수를 입력제원에 추가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입력 제원은 Table 1[8]과 

같다.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missile trajectory 

simulation

               사거리
 입력제원 300 km 500 km 1000 km

1 페이로드 중량(kg) 1,000 870 1,000

2 추진제 중량(kg) 3,770 4,330 16,000

3 구조물 중량(kg) 1,100 890 3,000

4 총 중량(kg) 5,870 6,090 20,000

5 추진제 비 1.57 1.41 1.25

6 비추력 210 216 223

7 연소시간(sec) 62 68 68

8 탄두직경(m) 0.88 0.88 1.3

9
수직 

상승

deg 0 0 0

sec 6 7 10

10
피치

선회

deg 20 20 25

sec 14 14 15

11 항력계수 0.07 0.07 0.1

  탄도미사일 궤적추정 시뮬레이션 모델은 매트랩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추진/동력 단계, 자유비행 단계 및 

재진입 단계) 주요 방정식들을 토대로 구현하였다.

  Fig. 3(a)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별 궤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탄도미사일의 

종류별로 최고 고도가 각각 96.9 km, 150.3 km, 297,8 

km로 계산되어 김정희[8]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

뮬레이션과 근사한 궤적을 얻을 수 있었다.

  Fig. 3(b)는 비행시간에 따른 속도변화를 나타내며, 

미사일의 속도는 발사후 상승시부터 연소종료 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정점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감소하며, 자유낙하시 다시 서서히 증가하다가 재진입

시부터는 항력에 의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a) Missile distance to altitude

(b) Missile flight time to velocity

Fig. 3. Missile distance to altitude and time to velocity

3. 방어영역 산출

  공간상에 설정된 요격체계의 교전영역 내에서 요격

된 탄도미사일은 지상에 낙하하지 못하게 되고, 지상

에는 탄도미사일이 낙하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상영역을 방어영역이라고 한다.

  방어영역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방어목표 주변에 탄

착영역을 정하여 사거리와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구하고 요격체계의 교전영역이 설정

하여 지상의 방어영역을 구하게 된다. Fig. 4는 방어

영역 산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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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otprint caculation algorithm

3.1 탄도미사일 궤적 생성

  방어영역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의 궤적을 시뮬레이션 하여야 한다. 다양한 궤적을 생

성하는 것은 특정 탄도미사일의 두가지 파라미터인 

발사위치와 목표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 파라미터 값들은 전장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이

고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러한 분

석과 예측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

된다.

  방어영역 산출을 위해 우선 방어목표 중심을 기준

으로 일정한 구역을 탄도미사일의 탄착영역으로 지정

하며, 탄착영역은 요격체계의 교전공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지정한다.

  지정된 영역내에서 탄착지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

누고 발사지점으로부터 지정된 탄착영역에 대해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모두 그린다.

3.1.1 동일한 사거리 기반의 궤적생성법

  이 방법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고정시킨 상태로 

일정한 영역내 어디에서나 발사가 가능하다는 PFP 

(Parallel Foot Print) 방식의 방어영역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작전반경을 발사가능 

영역으로 가정하게 된다.

  Fig. 5는 동일한 사거리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로,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이 동일한 x좌표축상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를 모사한 것이다.

  방어영역을 계산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지점은 

원점을 기준으로 x축, y축 모두 기본축을 중심으로 일

정한 영역까지(±50 km) 까지 발사영역을 확장한다.

  확장된 발사영역과 탄착영역을 1 km 간격으로 세분

화한 뒤 방어목표까지의 거리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조정하여, 발사영역내의 각 지점으로부터 탄

도미사일 궤적을 모두 그려준다.

 

Fig. 5. Ballastic missile trajectories simulation using 

same shooting range

  동일한 사거리에 기초한 방어영역 계산은 탄도미사

일의 작전반경을 고려해서 발사지점을 일정한 영역의 

개념으로 두고,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종류별로 사거

리를 고정시킨 상태를 가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탄

도미사일의 궤적을 구역의 형태로 시뮬레이션 한다.

  이 방법은 탄도미사일을 임의의 한 지점에서 임의

의 방법(발사각, 추진제 cutoff time 조정 등)으로 사거

리를 변화시키면서 발사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상황

에 대해서는 요격체계의 방어영역을 실제와 근사하게 

모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1.2 동일한 발사위치 기반의 궤적생성법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발사위치 기반의 궤적생성법

으로 탄도미사일 궤적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궤적 시

뮬레이션은 한 지점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다양한 

방향과 궤적을 가지고 아군의 방호목표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지점발사(Point Launch)방식을 전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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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적계산에는 탄도미사일의 물리적 특성을 적용 하

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방어영역 계산외에도 탄도미

사일의 궤적 특성 해석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방어영역을 계산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시뮬레이션

된 탄도미사일 궤적을 탄도미사일의 최대사거리를 고

려하여 발사지점으로부터 탄착지점까지의 사거리를 변

화시켜 가면서 탄착범위를 일정한 영역으로 확장한다.

  좌표계상에서 발사원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궤적

이 계산된 기준축을 중심으로 전방향(360°)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해당 발사원점에서 

전방향으로 발사 가능한 상태를 모사한다.

  Fig. 6은 동일한 발사위치에 기초한 탄도미사일 궤

적생성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탄도미사일 사거리 조

정은 탄도미사일 탄착지점이 지정된 사거리 범위 영

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연구에서는 방어목표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의 탄착지점 범위를 300~400 km까지 확장

하고, 발사원점에서 사거리를 변환 시키면서 10 km 

단위로 탄착지점이 증가되도록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6. Ballastic missile trajectories simulation using 

same launch point

3.2 교전영역 설정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지정한 뒤 공중공간에 요격체

계의 교전가능 조건(요격 최저/최고 고도, 레이더 탐

지범위, 요격유도탄의 사거리 및 요격지점 한계치 등)

을 설정하여 목표지점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의 교전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Fig. 7은 

공중공간에 설정된 요격체계의 교전공간을 나타낸다.

Fig. 7. Concept of the engaged area in the space

3.3 지상 방어영역 계산

  탄도미사일 궤적별로 공중공간에서의 교전가능 지

점을 계산하고 교전가능한 공중공간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 궤적들을 지상으로 투영한 미사일의 지상탄착

점을 기준으로 지상의 방어영역을 산출하게 된다.

  Fig. 8은 탄도미사일의 탄착영역과 요격체계가 방어 

할 수 있는 지상의 방어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 

물방울 모양은 공중공간에서 요격체계에 의해 교전되

어 지상에 탄도 미사일이 낙하하지 않는 방어영역을 

나타내며, 물방울 모양의 외곽영역은 탄도미사일이 교

전없이 지상에 낙하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Fig. 8. 300 km interceptor’s footprint

4. 방어영역의 활용

4.1 요격체계 위치별 방어영역 비교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 대상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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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격체계의 최적 배치위치를 판단하기 위해 방어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전장환경을 유사하게 모

사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지점과 방어목표의 위치

는 고정시킨 상태로요격체계를 방어목표 전/후 지점으

로 변경하면서 각각의 방어영역을 비교하였다.

  이 때 요격체계 레이더의 중심방향은 요격체계가 배

치된 위치로부터 탄도미사일의 발사지점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8, Fig. 9, Fig. 10은 탄

도미사일 사거리별로 요격체계의 배치위치에 따른 방

어영역 산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발사지점 : 80 km, 방어목표 : 430 km, 

요격체계 : 410 km

      (b) 발사지점 : 80 km, 방어목표 : 430 km, 

요격체계 : 430 km

  Fig. 9. 300 km missile footprint according to 

defended asset and interceptor’s location

  Fig. 9는 300 km 탄도미사일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Fig. 9(a)와 같이 요격체계를 방어목표의 전방에 배치

하면 요격체계의 방어영역내에 방어목표가 포함되지 

못하거나, 일부만 포함되어 방어목표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게 방어 되었으며, Fig. 9(b)와 

같이 요격체계를 방어목표 인근 또는 후방에 배치할 

경우에는 방어영역내에 방어목표가 포함되어 있어 충

분한 방어가 가능하였다.

 

      (a) 발사지점 : 80 km, 방어목표 : 630 km, 

요격체계 : 630 km

   

      (b) 발사지점 : 80 km, 방어목표 : 630 km, 

요격체계 : 650 km

 Fig. 10. 500 km missile footprint according to 

defended asset and interceptor’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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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은 500 km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것으로, Fig. 

10(a)와 같이 요격체계를 방어목표의 전방이나 방어목

표 인근에 배치하면 요격체계의 방어영역내에 방어목

표가 포함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았으

나, Fig. 10(b)와 같이 요격 체계를 방어목표 후방에 충

분히 분리시켜 배치시 방어목표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

였다.

      (a) 발사지점 : 80 km, 방어목표 : 1130 km, 

요격체계 : 1080 km

     (b) 발사지점 : 80 km, 방어목표 : 1130 km, 

요격체계 : 1130 km

 Fig. 11. 1000 km missile footprint according to 

defended asset and interceptor’s location

  Fig. 11은 1000 km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것으로, 

Fig. 11(a)과 같이 요격체계를 방어목표의 전방에 배치

시 요격체계의 방어영역내에 방어목표가 포함되어 있

어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였으나, Fig. 11(b)과 같이 요

격체계를 방어목표 인근에 배치할 경우에는 요격체계

의 방어영역내에 방어목표가 포함되지 못하여 방어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요격체계를 배치할 때는 탄도미사일의 종류

에 따라 배치위치별 각각의 방어영역을 별도로 계산

하여 방어목표의 전/후방 또는 인근의 적정 배치위치

를 선택하여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2 요격체계 배치 위치 선정

  사전에 정해진 배치위치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배

치위치를 선택하는 문제에 방어영역을 활용 할 수 

있다. 특히 요격체계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요격체

계의 방어영역내에 보호되는 방어목표를 최대한 많

이 포함하게 하기 위해 방어영역을 최대화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장환경을 고려한 대 탄도미사일 작전

에서 교전결심, 무기할당 등 전장 상황판단 지원을 위

해 요격체계의 방어영역을 계산하고 분석하였다.

  Fig. 12는 교전 시나리오 분석모델을 나타낸다. 시

뮬레이션을 단순화하기 위해 좌표계는 정치영[12]이 적

용했던 분석좌표계를 참고로 활용하였으며 탄도미사

일 발사 및 수리모형은 방어영역 및 면적 분석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해 간단하게 총 3개 대안을 가정한 수

리모형을 적용하였는데, 각 대안별로 발사지점과 탄착

지점(방어목표) 및 요격체계 배치위치를 다르게 설정

하였다.

  각 방어목표의 중요도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

으며, 교전 시나리오는 4개의 발사지점으로부터 3개의 

방어목표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각 방어목표 

인근에 배치된 요격체계로 요격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각 발사지점으로부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각 

요격체계가 담당할 수 있는 방어영역을 산출하였다.

  이 때 각 발사지점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모든 

방어목표를 향해 발사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도탄 소모, 위협평가 등을 

고려한 순차적 무기할당 개념은 적용하지 않았고, 좌

표계도 분석 좌표계를 사용하였다.

  교전 시나리오별 방어영역 산출은 탄도미사일 사거

리와 발사방향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의 제한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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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없애기 위해 동일한 발사위치를 기반으로 궤적

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12. Engage scenario analysis model

  case 1은 방어목표가 발사지점과 동일한 경로 및 발

사지점의 우측경로에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 하였으며, 

case 2는 탄도미사일 발사지점이 배치된 요격체계의 

좌/우측 및 정면에 위치한 경우를 가정하였고, case 3

은 방어목표가 발사지점과 동일한 경로 및 발사지점

의 좌측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Table 2

는 시나리오에 사용된 분석좌표계상에서의 좌표를 나

타낸다.

Table 2. Point coordinate at the analysis coordinate 

system

방어
목표

좌 표
요격
체계

좌표
발사
지점

좌표

1 150, 380 1 150, 390 1 150, 80

2 180, 370 2 180, 370 2 220, 60

3 300, 380 3 300, 380 3 280, 40

4 330, 70

  Fig. 13은 방어영역에 포함되는 방어목표에 대한 시

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Fig. 13(a)는 요격체계 1의 

배치위치에서 요격체계 1의 방어영역내에 방어목표 1

과 2가 포함됨을 나타낸다.

(a) case 1 : 요격체계 위치 X축 150 km / Y축 390 km

(b) case : 요격체계 위치 X축 180 km / Y축 370 km

(c) case 3 : 요격체계 위치 X축 300 km / Y축 380 km

  Fig. 13. Total footprint according to interceptor’s 

position

  Fig. 13(b)는 요격체계 2의 배치위치에서 요격체계 2

의 방어영역내에 방어목표 1과 2가 포함됨을 나타낸다.

  Fig. 13(c)는 요격체계 3의 배치위치에서 요격체계 3

의 방어영역내에 방어목표 3이 포함됨을 나타낸다.

  위의 3가지 대안을 비교해 볼 때 요격체계의 개수

가 2개로 제한될 경우에는 방어목표 1과 3 또는 2와 

3에 요격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방어목표를 최대로 방

어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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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보유하고 있는 요격체계의 개수가 방어해야할 방어

목표의 수보다 적고, 동일한 요격확률을 가정할 경우, 

요격체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요격체계

의 방어영역내에 방어목표가 최대한 많이 포함 될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조건을 토대

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시뮬레이션 한 뒤, 요격체계

의 교전영역을 제한조건으로 설정하여 방어영역을 산

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요격체계와 방어목표 사이의 

상호위치에 따른 방어영역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

였다.

  제시된 방법은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고정된 상황과 

발사지점이 고정된 상황 등 다양한 발사 상황을 모사

하여 요격체계의 방어영역을 실제와 근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갖도록 고안되었다.

  요격체계의 배치 문제에 방어영역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가지 응용 분야를 소개

하였다. 본 연구의 방어영역 계산 방법은 제한된 수량

의 요격체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기본 의사

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요격미사일의 자체 기동능력 지휘통신체계 및 

센서 등 전장환경 연동 등을 포함한 보다 정밀한 시

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제한된 요격

체계의 최적배치 및 자산배분 기법을 추가하여 복잡

한 대 탄도미사일 전장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8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 조성

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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