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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표적-다무장 환경에서는 동시에 대규모의 무장이 공
중을 비행함으로 무장 궤적 교차로 인한 아군 무장간 충
돌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무장 대지 무기 
체계의 교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장 비행 궤
적 간 간섭을 식별하여 아군 무장간 충돌을 방지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1]. 그러나 무장 비행 궤적 간의 간섭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무장 수에 비례하여 연산 복잡도 
및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적에 대한 실
시간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를 고려한 기존 연구에서는 
연산 부하의 최소화를 목표로 3차원 무장 비행 궤적을 2
차원 평면의 사격선으로 변환하여 간 간섭 발생 여부를 
식별하였다[2].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2차원 평면의 사
격선간 교차점이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간섭으로 식별
하고, 이에 대한 무장 할당을 해제함으로써 발사할 수 있
는 무장 활용도를 감소시킨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
로 연산 복잡도 및 연산량을 감소시키면서도 동시 발사 
가능한 무장 할당을 최대화함으로써 교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무장 궤적 간 간섭 식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교전 효과 최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무
장 궤적 간 간섭 식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은 2차원 평면에서 사격선간 교차점이 발생할 경
우, 해당 사격선을 3차원 평면에서 비행 궤적 간 비교 연
산을 수행하여 실제 간섭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무장 활
용도를 최대화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표적과 무장의 위치, 사격선 간의 교차점, 무장의 고도, 
충돌 위험 거리 등을 고려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시
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평가를 수행하며, 대지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Ⅱ.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교전 효과 최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무장 
궤적 간 간섭 식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무장을 동시에 발사하는 경우를 가정하며, 다른 무
장군에 속해있는 모든 무장 궤적 간 교차를 연산하여 무
장 간 상호 간섭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무장의 비행 궤적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도와 비행거리 간의 관계를 사거리 별 비행 궤적 식 
(1)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3]. 여기서 S는 사거리, H는 
고도, 는 비행거리를 나타낸다.

  번째 표적 가 번째 무장군 의 번째 무장 에 
할당∈ 

되었으며, 번째 표적 가 번째 무장군 
의 번째 무장 에 할당∈ 

되었다고 가정할 때, 
두 무장의 사격선간 교차점 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번째 표적의 좌표, 는 번째 
표적의 좌표이며, 교차점 가 발생하는 좌표 및 좌표의 
범위는 식 (3)과 같다. 식 (3)은 무장과 그 무장이 할당
받은 표적 사이의 범위를 뜻하며, 해당 범위 이외에 존재
하는 교차점은 무장의 궤적 밖이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2)

  사격선 간의 교차점 는 식(4)를 만족할 때 존재한다.

∀∈ minmax  ∀∈ min max 
 min  min     max  max    

min  min     max  max    
(3)

HA B
AorB ×exp×S×ex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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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무장 비행 궤적 간 간섭을 식별하여 아군 무장간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단위 시간 당 교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다무장 대지 

무기체계 운용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산 부하의 최소화를 목표로 3차원 무장 비행 궤적을 2차원 평면의 사격

선으로 변환하여 간섭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2차원 평면에서 사격선간 교차점이 발생할 경우 

간섭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 무장 할당을 해제함으로써 무장 활용도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는 교전 효과 최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무장 궤적 간 간섭 식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2차원 평면에서 사격

선간 교차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격선을 3차원 평면에서 비행 궤적 간 비교 연산을 수행하여 실제 간섭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무장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에 비해 궤적 교차수는 최대 52.1% 감소

하였으며, 그에 따른 표적 할당율은 최대 6.9% 향상됨을 보임으로써 그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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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점 가 존재하는 경우 무장 비행 궤적의 교차 지
점에서의 두 무장 의 고도 와 의 고도 를 비교
하여, 두 무장이 충돌 위험 거리  이내에 위치하면 
상호 간섭을 야기하는 표적으로 식별한다. 번째 무장군 
의 간섭 표적 집합 에 포함되는 표적은 수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충돌 위험 거리는  로 산출
되며, 는 무장 가 예상 궤적 밖으로 이동할 수 있
는 최대 편의(偏倚) 거리를 뜻한다. 따라서 2차원 사격선 
간 교차점이 발생하더라도 3차원 무장 비행 궤적 간 간
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식별이 가능하다. 위의 과정
을 모든 무장 할당에 대해 반복하여, 무장 비행 궤적 간 
상호 간섭이 존재하지 않고 동시 발사 무장 수를 최대화
하는 사격 수행이 가능하다.

Ⅲ.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
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은 Matlab R2016a를 이용하여, 표 1과 같
은 가상 환경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본 성능 평
가에서는 가상의 무장 비행 궤적을 생성하였으며, 비행 
궤적 생성을 위한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3].
 

파라미터 값
표적의 수 (개) 100~500
표적 생성 범위 

 ∼  
(0.4, 0.0) ∽ (1.1, 1.4)

무장군의 수 (개) 10
무장군 생성 범위

 ∼  
(0.0, 0.0) ∽ (0.2, 1.4)

무장군 당 가용 무장의 수 (개) 

총 가용한 무장의 수 (개) 100~500
충돌 위험 거리 (km) 1

표적, 무장군의 분포 형태 균일 분포
시뮬레이션 반복 횟수(회) 1000

표 1. 성능 평가 환경

구분    

A -0.0974 -0.0262 -0.0215 0.006

B 2.75 -0.0323 2.27 -0.00246

표 2. 비행 궤적 파라미터[3]

  그림 1은 표적 수 증가에 따른 무장 궤적 간 평균 교
차 발생 수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2차원 
평면에서 사격선간 교차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격선
을 추가적으로 3차원 평면에서의 비행 궤적 간 비교 연
산을 수행하여 실제 간섭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궤적 교
차로 식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능 평
가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궤
적 교차를 최대 52.1%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림 2는 표적 수 증가에 따른 평균 표적 할당율을 나
타낸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표

적 할당율이 최대 6.9%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2차원 사격선 
간 교차점이 발생하더라도 3차원 무장 비행 궤적으로 실
제 간섭 발생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무장 할당 해제를 최
소화한다. 이를 통해, 동시 발사 가능한 무장 수를 최대
화함에 따라 무장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단위 시간 당 교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 그림 1. 표적 수 증가에 따른 평균 궤적 교차 수

▶▶ 그림 2. 표적 수 증가에 따른 평균 표적 할당율

Ⅵ.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교전 효과 최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무
장 궤적 간 간섭 식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2차원 평면에서 사격선간 교차점이 발생
할 경우, 해당 사격선을 3차원 평면에서 비행 궤적 간 비
교 연산을 수행하여 실제 간섭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무
장 활용도를 최대화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
법은 기존 기법에 비해 궤적 교차수는 최대 52.1% 감소
하였으며, 그에 따른 표적 할당율은 최대 6.9% 향상됨을 
보임으로써 그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실
제 무기 체계에 적용 및 검증을 통해 그 효용성 및 우수
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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