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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호 및 사이버 방어와 함께 진화하는

전자전 기술의 발전방향 장재원․안태남․이광일

국방과학연구소

Ⅰ. 서  론

미래전장환경은단일센서탐지및영토주변감

시, 유인 무기 등을 이용한 현재의 육해공 전장 환경
과 달리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 
ce) + PGM(Precision Guided Munition)을 통한 센서정
보의융합및광역화/세계화감시, 유인 및무인무기
를 이용한 우주 전장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군사 무기 체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림 1]과 같

이 통신, 센서, 유도 항법 장비 등 전장의 여러 요소
를 네트워킹화하여 상호간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동시 /통합 작전을 수행하여 전투력 승수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는 작전 환경인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

(NCOE: Network-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자전 위협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화, 
무인화, 네트워크화 된 전자전 환경에 적합한 소형/
정밀화, 고속 디지털화된 전자전 기술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현대 전장 환경의 또 다른 변화는 전쟁에서 피아

간의 차이점을 이용하여 승리를 도모하는 지략적 전

쟁 방식인 비대칭전, 적 지역 내에서 현지 주민이나
침투한 요원이 외부의 지원과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군사및준군사활동인비정규전으로의변화라고볼 
수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사건, GPS(Global Position System) 교란 및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등이 비대칭/비정
규전의 형태라 볼 수 있고, 중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테러에 사용되는 무선 조종 급조 폭발물(RC-IED: 
Radio Controll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도 비대
칭/비정규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장 환경의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

선 조종 급조 폭발물은 정해진 규격이나 절차에 관

계없이 제작되고 설치되는 사제 폭발물로서, 도로변
이나 주요 이동로, 가옥 등의 불특정한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무전기나 휴대전화, 차량 시동 장치 신호
등의 무선 신호를 기폭장치에서 수신한 후 폭발하도

록 제작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폭발물의 무선 신호는
민간에서 사용 중인 임의의 상용 주파수를 매우 짧

은 시간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신호 탐지 및 재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밍 시 민간 또는 아군의 통신
채널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따라 적의 공격

을 억제하고, 아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그림 1] NCOE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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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이버 공간과 전자기 스펙트럼 모두에 대한

공격 및 방어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
비 능력을 준비해야만 한다.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
는 네트워크화된 전자전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전자

공격 및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 보호
및 사이버방어기술이고려된전자전기술을요구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 항법 장비, 

통신 장비 등에 적용된 전자 보호 기술의 발전에 대

하여 설명하고, 인증, 인가 및 추적을 통한 사이버전
방어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진화
하고 있는 신호 탐지 및 전자 공격을 포함하는 전자

전 기술 소개 및 개발 동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전자보호 기술의 발전

전자전 기술은 적의 위협을탐지하고 식별하여 위

치를 탐지하기 위한 전자전 지원(ES: Electronic war- 
fare Support) 기술과적의무기체계를파괴하거나혼
란을 야기하여 작전 지연을 유발시키는 전자 공격

(EA: Electronic warfare Attack) 기술, 전자기 스펙트
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적의 전자 공격으로부터

전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 보호(EP: Electronic 
warfare Protect) 기술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레이
더, 미사일 탐색기, 항법 및 통신 등의 전자 장비를
적의 신호 탐지나 전자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적용되는 전자 보호 기술에 대하여 기술한다.

2-1 레이더의 전자보호 기술

전장에서 위협 물체에 대한 피아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레이더 신호를 적의 전자 공격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전자보호 기술에는 레이더 신호의 신호

처리를통하여주파수를 변경하거나, 펄스 간격을 변
경하는 기술과 전자 공격에 대한 재밍 회피 기술이

있다.

레이더 신호 송신 시 [그림 2]와 같이, 신호의 주
파수를 연속적으로 변경하는 주파수 변경(frequency 
agility) 신호처리 기술과 레이더 신호의 펄스 간격을
불규칙하게 변경하는 펄스 간격 변경 신호처리 기술

은 적 전자전 장비에서의 신호 탐지를 어렵게 하고, 
재밍 신호 세기를 상대적으로 낮게 하여 재밍 효과

를 감소시킨다. 레이더 신호의 재밍 회피 기술 중 하
나인 ARGPO(Anti-Range Gate Pull Off) 기술은 [그림

3]과 같이 레이더의 추적 게이트가 앞쪽 신호만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자전 장비의 거리 기만 재밍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그밖에 레이더 신호
재밍 회피 기술로는 AVGPO(Anti-Velocity Gate Pull 
Off), HOJ(Home-On-Jam), 송신빔 제어 등이 있다.
연속적인 CW(Continuous Wave) 전자파를 FM(Freu- 

quency Modulation) 변조시켜신호를탐지하는 FM-CW 
레이더는 저출력의 신호로 원거리 신호를 탐지하는

것이가능하고, [그림 4]와같이연속적인신호형태를 
갖기 때문에 잡음 신호와의 구분이 어려운 LPI(Low

[그림 2] 레이더 전자 보호를 위한 주파수의 변경 및
펄스 간격의 변경

[그림 3] ARGPO 재밍 회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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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M-CW 레이더의 신호 특성

Probability of Intercept) 특성을 가진다.
신호 자체가 랜덤 신호의형태로 잡음처럼 보이는 

잡음 레이더는 동종 레이더 신호들의 상호간에 직교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종의 레이더로부터 전송

되는 간섭 신호에 강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동종의
레이더를 근거리에 배치할 수 있다. 레이더 신호가
잡음신호의형태로보이므로전자전장비의신호탐

지능력을 저하시키고, 재밍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표적의 거리 및 방위, 고각을

측정하여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저 레이더는 신호의

빔폭이 매우 좁아 우수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전 장비와 달

리 신호 탐지를 위한 전자파 수신기뿐만 아니라, 레
이저 수신기도 함께 보유해야만 한다.

[그림 5]와 같이 다수 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이용

하여 레이더 신호를송수신하는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레이더[2]는 다수의 송신 안테나 위

치를 변경하거나 레이더 신호를 전송하는 송신 안테

나조합을임의로변경하는것이가능하다. 송신안테
나 위치나 조합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송신 신호 고

유의특성이변화하기 때문에, 송신기의 정확한 위치
나 조합을 알지 못하는 전자전 수신기일 경우 MIMO 
레이더 신호의 탐지가 어렵게 된다.
신호의 위상 및 주파수 변조를 적용하여 송신 시

펄스폭을 넓게하고, 수신시신호를압축하여수신하
는 펄스 압축 레이더는 송신 신호의 인트라 펄스를

[그림 5]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MIMO 레이더

코드화하여암호화한다. 송신시 펄스폭을넓게 발생
하기때문에 낮은전력으로 송신하는것이 가능하며, 
표적에 반사되어 수신되는 레이더 신호와 동일하지

않은 재밍 신호는 펄스 압축 레이더 수신기에서 압

축되어 수신되지 않아 상대적인 신호 세기가 낮아지

게 되고, 재밍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전투기의 앞부분에 주로 장착되는 [그림 6]과 같

은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항공기
레이더는전자전장비의레이더신호탐지확률을최

소화하기위하여레이더운용시간및스펙트럼노출

시간을 감소시킨다. 또한 지상 방공망과 위성 링크
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표적 위치를 파악

하고, 표적 근접 시까지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는다.
UWB(Ultra Wide-Band) 레이더는 초광대역의 주파

[그림 6] F-22와 APG-77 AESA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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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파수 및 시간 영역에서의 UWB 신호 특성

수를 활용하는 펄스 형태의 신호를 [그림 7]과 같이

전송하며, 낮은 신호 세기와 짧은 펄스폭의 레이더
신호 특성으로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3].

2-2 미사일 탐색기의 전자보호 기술

타격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적하는 미사일 탐색기

는 전자 공격을 받아 추적 기능을 상실할 경우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보호 기술을
통한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30 GHz에서 300 GHz 사이의 밀리미터파 대역 전
자파를 이용하여 재밍 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MMW(Milli-Meter Wave) 탐색기, 적외선 센서와
초고주파 센서를 복합적으로사용할뿐만 아니라, 주
파수가 다른 2개 이상의 송수신기를 복합적으로 사
용하는 다중 모드－다중 스펙트럼 탐색기가 탐색기

전자보호기술로적용되고있다. 콘포멀위상배열송
신기를 적용함으로써 빔 조향이 용이하도록 개발되

는스트랩다운탐색기는전자보호기술이적용된미

사일탐색기의다른형태이며, 원거리에서 표적을 탐
지하고 추적함과 동시에 고해상도의 영상정보를 획

득하는 SAR(Synthetic Apparture Radar) 탐색기는 적
외선 센서와 초고주파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는 대전

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일 유도탄이 재밍

[그림 8] 네트워크 탐색기 운용 및 신호 보상 원리

신호에무력화될 경우를 대비하여개발된 [그림 8]과

같은 네트워크 탐색기는 복수의 유도탄이 네트워크

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융합하여 스텔스 표적

을추적하는탐색기전자보호기술의진보된형태이

다[4]. 이와 같이 미사일 탐색기는 전자 공격으로부터
탐색기의 송수신 신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 스펙

트럼 및 초광대역 신호를 활용하는 전자 보호 기술

을 적용하고 있다.

2-3 항법 장비의 전자보호 기술

항공기나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법 장비는 비행에

필수적으로필요한기체의위치정보나자세정보등

을 항공기나 지상 관제 장비에 알려주게 된다. 이와
같은항법장비가전자공격에취약할경우항공기의 
비행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자 보호 기

술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항법 장비의 전자 보호에는 항공기에 탑재된 다수

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빔 형성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재밍신호등의 간섭 신호의 세기는 감쇄시키고, 원하
는항법신호에대해서선택적으로수신가능한적응

형 빔 형성(Adaptive Beamforming) 기술이 있다. 상용
신호나재밍신호존재시발생되는간섭으로부터항

법신호를보호하기위하여, 지상의고정된장소에설
치하거나 항공 의사 위성을 사용하여 GPS(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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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항법 장비의 전자 보호 기술

Positioning System) 신호의 간섭지역에서 [그림 9]와

같이 인공위성을 대체하기 위한 정밀 항법 시스템인

의사 위성 (Pseudo-Satellite) 기술이 있다[5].

2-4 통신 장비의 전자보호 기술

고품질의 수신 감도를 보장함과동시에 전자 공격

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신 신호의 전자 보

호 기술로 대역 확산 스펙트럼 방식이 있다. [그림

10]과 같은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 방식은 특정

주파수대역에서 간섭신호가발생하거나, 적이 신호
탐지나 감청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회피하여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
트럼 방식은 [그림 11]과 같이 주파수당 전력 밀도

가 낮아지는 대역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호 탐지를 어렵게 한다.
통신기 신호 웨이브폼을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현

하는 SDR(Software Define Radio) 기술이적용된 JTRS 
(Joint Tactical Radio Syste) 소프트웨어 무전기는 특
정 주파수 대역의 전자 공격에도 통신이 가능한 환

[그림 10]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

[그림 11]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

경을 제공한다. 광대역으로 신호를 발생할 수 있고, 
손쉽게주파수및웨이브폼을변경함으로써전자전장

비의 신호 탐지 및 재밍을 어렵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다수 개의 송수신안테나를 이용하여 신호를 주고

받는 MIMO 통신기법은 간섭 신호나 재밍 신호 등
의 신호 세기를 감쇄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간섭 신호

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신호의 수신 신호 세
기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수개의송수신안테나를이용한적응형공간적빔

형성 기법이 전자 보호 기술로 적용될 수 있다.
통신 신호를 송신할 경우, 적용되는 채널/소스 코

딩, 인터리빙 및 스크램블링은 신호의 오류를 감소
시키고 송신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패턴을 랜덤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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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로다른신호를구분하거나암호화하여적의감

청및탐지를어렵게하는전자보호기술로활용된다.

Ⅲ. 사이버 방어 기술의 발전

네트워크 중심전 및 사이버전이융합된 전장 환경

의변화로인하여미래전장환경에서는사이버방어 
기술의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절에서는사이버
전 방어를 위한 방어 대책의 기본 원칙 및 절차에 대

하여 설명한다.

3-1 인증

인증 절차에 있어서 패스워드를이용한 방법은 비

용과 편의성의 장점으로 인하여 보안상의 문제가 많

음에도불구하고, 다른방안보다 현실적으로많이 사
용되는방법이다. 따라서 패드워드 자체가 보안의 실
질적인 취약점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
약점을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난수발생을통한암

호 사용, 패스워드와 난수 발생의 장단점을 적절히
상호보완하는방법으로단어의집합을접근인증방

법으로 활용하는 패스패이즈(passphase) 방법을 사용
한다.
인증절차의또다른방법은스마트카드나패스워

드 생산기 등이 있다. 패스워드 생산기를 이용한 인
증의 경우, 패스워드 생산기와 비밀 자료의 접근 제
어자가허가패스워드를 통하여 연동되어 있으며, 사
용자가 접근을 원할 경우 비밀 자료 접근 제어자에

서발생된출력을사용자가가지고있는패스워드생

산기에입력하게 된다. 이때사용자는패스워드 생산
기에서 발생된 허가 패스워드를 비밀 자료의 접근

제어자에 입력함으로써 비밀 자료의 접근을 허가 받

게 된다.
인증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생

체 인식 방법은 사용자의 신체 일부분이나 행동 양

식, 습관 등이 접근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열쇠로서, 

지문, 필체, 안면, 발성, 걸음걸이, 냄새 인식 등이 있
다. [그림 12]와 같은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등의

생체 인식은 패스워드에비하여보안성이높고, 유지
비용도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사
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며, 생체 인식 수단의 복사가
용이하고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폐기 및 변경이
불가한 한계가 존재한다.

3-2 인가 및 추적

인가 절차에 있어서 ‘침입 방지 시스템’은 비인가
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으로 인증, 방화벽, 바이러스 방지대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침입 방지 시스템의 한 예로 방화벽이 있
는데, 방화벽은 인트라넷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있는지를결정하고, 네트워크상의접근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인가절차의다른 방법인 ‘침입 탐지 시스템’은비

인가자의공격전, 공격 중, 공격후에침입으로 인한 
공격을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흔적 기반 탐지시스템

[그림 12] 지문 인식 및 홍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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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정상 기반 탐지시스템이 있다. 흔적 기반 탐지
시스템은 미리 알려진 공격 패턴에 대한 공격을 탐

지하는 것으로,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공격방법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흔적 파일을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해야만 하고, 알려진 공격만을 탐지할 수 
있는단점이있다. 비정상 기반 탐지시스템은정상적
인 행동에 대한 기준을 통하여 정상 행동과 상이한

비정상 행동의 수치를 판단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찾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인가 절차에 있어서 ‘접
근 제어 행렬’은 사용자들과 자원들 사이의 접근 허
가 권한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비밀 자료 자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읽기, 쓰기, 삭제 등의 권한을 부여
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6].

Ⅳ. 전자전 기술의 발전 방향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으로변화하고 있는 미래 
전장 환경의 군사 작전에 있어서, 전자기 스펙트럼
을 통제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전자기 및 지

향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군사 활동인 전자전의 중요

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자 보호 및 사이버 방

어 기술의 발전은 전자전 기술의 발전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항 재밍 능력과 사이버 방어 기술이 적용
되어 있는 적의 무기 체계 및 전자 신호를 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적의 전자전 능력과 사이버 방
어 기술을 무력화시키고,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여 전
장 상황에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전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속의 주파수

도약 신호 탐지 기술 및 분석, 불명의 통신신호 복조
/복호기술, GPS / Wi-Fi / 3G 재머등의위협 신호및 
핵폭발 탐지 등의 신호 탐지 기술이 연구되고, 무기
체계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신호 탐지를 통하여 식
별된 적의 전자 신호 및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하

여주파수도약신호추적재밍, Wi-Fi / 3G / IED 재밍, 
GPS 및 통신 신호 재밍 등의 전자전 공격 기술이 발
전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과 전자 공격의 융합 형
태인사이버전자전기술에대한연구개발도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1 신호 탐지

불특정 통신 신호의 탐지에 있어서, 주파수 도약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그림 13]과 같은 광대역

고속 탐색수신기가 필요하다. 고속으로 주파수를변
동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주파수 도약신호를 식별하

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해당 신호의 도약율 및 신호대
역폭과 같은 신호 제원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주파수 도약 신호의 탐지를 위해서는 블

라인드 변조 및 부호의 제원을 추정하는 알고리즘과

[그림 13] 주파수 도약 신호의고속 탐지및 분석을 위
한 수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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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인식 및 복조, 부호 인식, 복호를 수행하는 알
고리즘을 적용한다.
통신 신호의 탐지 및 신호 정보의 분석을 위해서

송신기에서 적용된 채널/소스 코딩, 인터리빙 및 스
크램블링과 같은 송신단 신호 처리의 역작용을 수행

하는 채널/소스 디코딩, 디인터리빙 및 디스크램블
링을수행하여야만 한다. 전송신호의정보 손실을 최
소화하고 에러를 복원하며, 랜덤화된 데이터 패턴을
복원하는 역작용을 수행하여 기존의 송신 신호를 복

원한다.
현재의 전장 환경에서는 신호 세기가 낮은 GPS 

신호 및 Wi-Fi 신호에 대하여 재밍을 하고, 3G 상용
통신망을 전자공격하는 비대칭, 비정규전 양상의 위
협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GPS 재밍 신호나 Wi-Fi, 
3G 재밍 신호를 탐지하기 위한 전자전 장비의 요구
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하 핵실험 및 핵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발생되는 신호 및 위치를 탐
지하기 위한 신호 탐지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림
14]와 같이 지하에서 핵폭발 시 충격파가 전리층을

[그림 14] GPS 신호를 이용한 핵폭발 탐지

통하여 GPS 신호의 변형을 야기하기 때문에,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발생 신호를 탐지하고, 핵폭발의
발생 위치 및 시간을 찾아내는 방안이 연구되어 발

표되고 있다[7].

4-2 전자 공격

전장에서 대전자전 기능이 고려되지 않은 통신

신호는 전자 공격에 노출될 경우 원활하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통신 신호의 전자 보호 방법이 적용된 주파수 도약

신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주고 받게 된다. 이
와 같이 전자 보호가 고려된 주파수 도약신호를 추

적하고 재밍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과거에는 주파수 도약신호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

공격 기술은 광대역 잡음이나 톤을 발생시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단순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최근에
는 주파수 도약신호의 중심주파수 주변에 재밍 신호

를 발생시키는 소인 재밍이 적용되고 있으며, 고속
으로 변화하는 주파수 도약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추적하여 재밍하는 [그림 15]와 같은 주파수 도약신

호 추적 재밍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파수
도약신호 추적 재밍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신호

가 혼재할 경우, 고속으로 주파수가 변화하는 도약
신호를 추적하기 위한 고속의 분석 기술이 필수적이

다. 주파수 도약신호 분석은 도약신호의 대역폭 및
신호 도달시간 추적의 단편적인 분석에서 신호 크기

나 변조 방식, 신호의 방향 정보를 분석하는 복합적
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추세이며, 미래에는 전자지
문(electric fingerprint)과 같은 각 신호원의 정교한 특
징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의 전장 환경에서 발생되는 전자 신호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자 공격의 대상들도 다양해지
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Wi-Fi 신호나 3G 신호를
포함하는 통신 신호들에 대한 통신망 재밍,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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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주파수 도약신호에 대한 추적 재밍

전 환경에서 발생되는 급조 폭발물 신호에 대한 IED 
재밍, GPS 신호 및 통신 위성 신호를 차단하기 위한
전자 공격, 전장에서의 피아식별장치 신호를 공격하
기 위한 IFF(Identification, Friend or Foe equipment) 재
밍 등이 전자 공격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특
히 IED 재밍은 원격으로 조종되는 뇌관이나 폭발 신
관의 동작 신호에 대한 재밍이다. IED 신호는 짧은
시간안에폭발신호를송신하고, 폭발물이신호를수
신하며, 폭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밍 방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IED 신호는 군용 및
민간 주파수 등 임의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이를 재밍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나 아군 통
신망에 대한 통신 보호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사이버 공격과 전자 공격의 융합 형태로 사이버

침투 후 기만 재밍을 통하여 정보를 탈취하고, 무기
를 교란시키는 [그림 16]과 같은 사이버 전자전이

있다[8]. 이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사
이버 침투를 시도하여 침투한 시스템의 통신, 제어,

[그림 16] 사이버 전자전

항법 소프트웨어를 사이버 상에서 조작한다. 또한적
시스템 정보를 복제, 탈취 및 파괴하는 사이버 공격
을 수행하게 된다.

Ⅴ. 결  론

21세기 전자전 환경은 대테러전 등의 비정규전/
비대칭전 및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서 사이버전

과 융합된 전장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전에
서 스펙트럼을 장악하여 전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

고, 적의 전자 공격 및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 보호 기술 및 사이버 방어 기술의 발전과 동시

에 네트워크 중심전, 항법전 및 대 테러전 등 새로운
위협 환경을 대비한 신호 탐지 및 전자 공격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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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탐지와 전자 공격을 통하여 유리한 전장 환

경을제공하기위하여적무기체계의센서스펙트럼 
신호 선탐지 및 전자 공격을 통한 무력화 교란 기술

이 요구되며, 전자전과 사이버전이 융합된 사이버

전자전과 같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전, 감시 정찰, 통신 기술 등을 융합한 전자전
융합 기술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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