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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자전에서 전자공격(Electronic Attack)은 ‘적의 전
투능력을 저하, 무력화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인원,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전자기 및 지향성 에너지를 사

용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전
자공격을 전자 방해책(Electronic Countermeasure)라고
부르고,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21세기에는 HPM(High Power Microwave) 등을 포함
한 하드웨어 공격도 추가하여 전자공격으로 부르고

있다.
전자공격 기술은 [그림 1]과 같이 통신 방해책

(CECM), 레이더 전자공격(REA) 및 적외선 방해책
(IRCM)을 포함하여 부르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전자공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레이더 전자공격은 채프(chaff)나 디코이(decoy)를

[그림 1] 전자공격(EA) 분류

[그림 2] 복합 센서를 사용한 미사일

사용하는 수동(passive) 방해책과 잡음 재밍(noise ja- 
mming), 기만 재밍(deception jamming) 등을 사용하여 
재밍 신호 세기와 재밍 기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동

(active) 방해책으로 구분한다.[1]

Ⅱ. 레이더 전자공격(REA) 장비 구성

REA 장비는적의탐지레이더나추적레이더를방
해하여 적의 표적탐지와추적을방해하고, 미사일이
추적해 오면 미사일에 방해 전파를 보내서 미사일의

추적을 방해하여 미사일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다. REA 장비는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RES(Radar Electronic Support) 
장비의도움을받아적군레이더나미사일에대한정

보를 수집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전자 공격 장비를

사용한다.
특히항공기의전자공격장비는전투기와적의재

밍 대상 레이더와의 거리에 따라 재밍 방법과 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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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세기가 매우 차이가 나므로 [그림 3]과 같이 자
체 보호 재머(근거리용), 호위 재머(중거리용)와 장거
리에서 적 레이더를 방해하는 원격 재머(stand-off 
jammer)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재밍 효과는 [그림 4]
와 같다.

2-1 전자공격 장비 구성

REA 장비의 일반적인 구성은 [그림 5]와 같이 적
의 신호를 수집하고 방향를 탐지하는 수신 및 방향

탐지부와 재밍용 고주파 신호와 재밍 신호를 만드는

고주파 신호 발생부(exciter), 고출력 고주파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부와 송신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Exciter는 재밍 대상 레이더의 고주파 신호를 주파
수와 위상이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에는 동조 신호 발생기(DTO)나 RF syn-

[그림 3] 전자공격(EA) 장비 임무 분류

[그림 4] 잡음 재밍 효과

[그림 5] 전자공격(EA) 장비 구성

thesizer 등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고주파
기억장치(Digital Radio Frequency Memory : DRFM)가
많이 사용된다.
고주파 신호 증폭기로는 진행파관 증폭기(TWTA), 

마이크로웨이브 전력증폭기(MPM)와 반도체 증폭기
가 많이 사용된다.

2-2 디지털 고주파 기억장치(DRFM) 설계

DRFM은 상대방의 고주파 송신 신호를 주파수와
위상 측면에서 정확하게 모의해서 필요한 시간에 신

호를 재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재밍 Exciter 중
의 하나이다. [그림 6]에 나타낸 협대역 DRFM 구조
는 여러 개의 협대역 DRFM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DRFM은 위협 레이더의 신호를 개별적으로
저장한후에필요한시간에레이더신호를재방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광대역 고주파신호
를 저장할 수 있는 광대역 DRFM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6] 협대역 DRFM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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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광대역 DRFM 구성도

2-3 재밍 송신기

전자 공격 장비의 재밍 송신기는 넓은 주파수 대

역에 걸쳐서 신호를 송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고주파소자의 특성을고려하여 2.0∼6.0 GHz, 6.0
∼18.0 GHz, 18.0∼40.0 GHz 등 주파수 대역을 나누
어서 고출력 신호를 송신하고 있다. 재밍 송신기는
광대역 주파수에 걸쳐서 높은 출력을 발생시켜야 하

는 어려움이 있으며, 진행파관 증폭기(TWTA), 고출
력마이크로웨이브증폭기(HPA), 반도체송수신기등
이현재사용되고있으며, 특히 GaAs, GaN 반도체증
폭기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4 레이더 재밍 방정식

탐색 레이더에 대한 잡음 재밍 효과를 분석하기

[그림 8] 진행파관(TWT) 구성

[그림 9] HPM 구성

위해서는재밍 방정식을이용한다. 이것은레이더수
신기를 기준으로 재밍 신호가 레이더 반사 신호보다

클때부터재밍효과가발생한다는원리에따라재밍

신호와 레이더 반사신호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재밍이 없는 상황에서 한 개 펄스에 대한 레이더

의 수신 신호 전력(S)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레이더 첨두 전력(W),  및 은

레이더송신및수신안테나의이득, 는표적의 RCS 
(m2), 는 파장(m), 는 표적까지의 거리(m), 은

레이더의 시스템 손실을 의미한다.
[그림 10]과 같은 상황에서 재머의 전력은 식 (2)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는 재머의 전력 밀도(W/Hz), 는 재

머의 대역폭(Hz)을 각각 의미한다. 따라서 레이더 수
신기에서의 재머 신호의 전력밀도는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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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레이더 반사 신호와 재밍 신호

여기에서 는 재머 안테나 이득, 은 재머 방

향에 대한 수신 안테나 이득, 는 재머와 레이더 사

이의 거리(m), 는 재머의 시스템 손실을 각각 나타

낸다.

Ⅲ. 레이더 전자공격(REA) 기법

전자전에서 전자공격 기법은 크게재밍 기법과 기

만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재밍 기법은 레이더 센
서의 수신 기능을 방해, 차폐, 기능 저하의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신호를 방사하는 기법

을 말하며, 기만 기법은 센서의 정보 사용이나 해석
을 오도할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만신

호를 방사하는 기법을 말한다[1]. 전자공격 대상 레이
더는 크게 감시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로 나눌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전자공격 기법은 다음과 같다.

3-1 감시 레이더 전자공격 기법

감시 레이더는 장거리 범위에 있는 표적을 탐지

및 위치를 알아내는 레이더로서, 2-D 레이더, 3-D 레
이더, 위상배열 레이더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한
전자공격 기법은 지속적인 잡음신호를 레이더의 수

신기로 송신하여 수신기의 잡음 레벨을 높이고, SNR
을 감소시킴으로써 표적을 완전 차폐시키는 재밍 기

법과 DRFM 등의 소자를이용하여레이더 신호를 저
장하고, 이를 복제하여 다수의 허위표적을 방사함으
로써 레이더의 자동탐지/추적(ADT) 처리를 포화상
태가 되게 하는 기만 기법 등이 있다. 감시 레이더는

[그림 11] 감시 레이더의 처리 단계별 전자보호(EP) 
기법

이와 같은 전자공격(EA)에 대응하기 위해 안테나를
통한 신호수신 단계부터 처리단계별로 다양한 전자

보호(EP)기법을 적용한다.

3-1-1 주파수 변경 송신

레이더가 펄스 대 펄스 모드로 동작하고, 이를 재
밍하기 위해재머가 레이더 중심주파수의 약 10% 수
준의 잡음 재밍 대역폭으로 재밍을 할 경우 재밍 전

력이 분산되어 재밍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2].

3-1-2 초저부엽 및 다중 부엽 제거기

레이더의 안테나는 재머의 부엽 재밍에 대응하기

[그림 12] 레이더의 주파수 변경

[그림 13] 주파수에 따른 잡음 재밍 효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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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주엽에 비해 50 dB 수준의 초저부엽으로도 설
계된다[4]. 또한, 부엽에서 수신되는재밍 신호방향에 
널(Null)을만들어재밍신호를감소시킨다. [그림 14]

와 [그림 15]는 레이더의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안

테나패턴을조절함으로써, 다중의 재밍 신호가 유입
되는 방향에 각각 널(Null)을 생성하여 유입되는 재
밍 신호의 세기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으
며, 이는 대략 30∼40 dB 수준으로 감소시켜 준다[5].

3-1-3 다중 부엽 차단기

레이더 안테나의 부엽 빔을 통해 강력한 클러터

[그림 14] 다중 부엽 제거기

[그림 15] 다중 재밍(J1, J2)시 Multi-Nulling

나 재밍 신호 등이 수신될 경우, 보조 안테나의 신호
가 주엽 신호보다 클 경우, 부엽 빔에서 수신되는 방
해신호로판단하고이를차단하게된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레이더의 부엽 차단 기능과 제거 기능
블록도를 보여주고 있다[2].

3-1-4 적응형 배열(Adaptive Arrays)

다중 배열 레이더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유입

되는 간섭 신호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표적 신호들

을추출하기위하여 STAP(Space Time Adaptive Proce- 
ssing)을적용한다. 이론적으로 N 개의 배열안테나는 
N—1개의공간분리된간섭신호를억제할수있다[5].

3-1-5 잡음 재밍

감시 레이더에 대한 대역 잡음 재밍의 경우 잡음

대역폭을레이더수신대역폭보다매우크게하며, 점

[그림 16] 레이더의 부엽 차단 기능

[그림 17] 부업 차단 및 제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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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대역 잡음 재밍 및 점잡음 재밍 신호

잡음재밍의경우레이더수신대역폭의 3~5 배정도 
크게 수행하게 된다. 잡음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WGN(White Gaussian Noise)와 유사하게 생성하여 다
수 허위 표적으로 재밍을 수행하게 되면, 레이더의
방위 상관 처리, 부엽 제거/차단 기능 등을 효과적으
로 재밍할 수 있다[2].

3-1-6 허위 표적(False Targets)

감시 레이더의 주빔 내에 있는 표적신호 전후에

다수의허위표적재밍신호를송신함으로써감시레

이더의 거리 오차와 약간의 방위 오차를 유발시키는

기만재밍기법으로고정스캔주기를갖는레이더에

[그림 19] 허위 표적 기만 재밍 기법

대해 효과적이다.

3-2 추적 레이더 전자공격 기법

추적레이더는표적의거리, 각도(방위각, 고각), 속
도를 측정 및 추적하여 미사일 등 유도 무기 체계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2º 이내의 좁은 안
테나 빔 폭과 수 usec의 펄스폭(또는 압축 펄스폭)을
사용한다. [그림 20]과 같이 거리 추적을 위해 Early- 
Late(E-L) 게이트를 사용한다.

3-2-1 거리 추적 루프 기만

레이더 펄스신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신호
세기가 3~6 dB 이상 재밍 신호를 레이더에방사하고, 
이를 표적의 원위치에서 점차적으로 멀리 이동시켜

레이더의 거리 추적 게이트가 재밍 신호가 존재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레이더의 거리를 기만하는 기법

이 RGPO(Range Gate Pull-Off) 기법이며, [그림 21]과

같다. 이 경우 Pull-off 비율이 레이더 추적 루프의 설
계 범위 값 이내에 존재하고, 표적의 감/가속도와 유
사해야 기만 효과가 있다. 또한 재머는 표적에 대한
재밍효과를확인할수없으므로반복적인거리기만

이필요하며, 재밍효과를높이기위해 2개의재밍펄
스를 사용하여 하나는 반복적인거리 기만용으로, 다
른하나는최대지연시점에지속 유지(Hook Pulse)용
으로 사용한다.

3-2-2 속도 추적 루프 기만

[그림 20] 추적 레이더의 거리 추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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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RGPO 거리 기만 재밍 기법

[그림 22] 반복적 거리 기만 재밍

[그림 23] RGPO with Hook pulse

지속파 또는 펄스 도플러 추적 레이더는 표적 정

보로 표적의 속도를 측정하며, 이를 위해 도플러 필
터를 사용하여 간섭을 제거하고 실제 표적신호를 추

출하며, 거리추적 시 사용하는 E-L 구조와 유사하게
E-L 속도 게이트를 이용하여 속도를 지속적으로 추
적한다. 레이더의 속도 정보를 기만하기 위한 대표

적인 기법은 VGPO(Velocity Gate Pull-Off)이며, 이는
속도추적게이트에기만재밍 신호를 인가하고, 재밍 
도플러 주파수 값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속도 게이

트가허위표적속도를측정및추적하도록기만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재밍 신호의 가속도는 표적의 기
동 가속도 최대 값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며, 재밍 신
호가재머의 수신기로의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추적 레이더는 속도 재밍에 대응하기 위해 Coheren- 
cy Check, Velocity Guard Gates 등의 EP 기법을 사용
한다[2].

3-2-3 추적 레이더 각도 기만

추적 레이더는 표적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코니컬 스캔, 순차 로브스 위칭, 모노펄스 등의 방법
을 사용한다. 코니컬 스캔 추적 레이더에 대한 각도
기만의대표적인기법은역이득(Inverse Gain)이며, 이
는 코니컬 스캔 레이더의 AM 스캔 주파수를 측정하
여 위상을 180º 천이시키고, 구형파 형태의 재밍 신
호를 송신하여 각도 기만하는 방법이다.
추적 레이더는 역이득각도 기만 재밍에 재밍되지

[그림 24] 도플러 주파수 추적 루프

[그림 25] 속도 기만 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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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코니컬 스캔에 대한 역이득 재밍

않도록 AM 스캔 주기를 은익하기 위해 수신 안테나
만 스캔하는 COSRO(Conical Scan Receive Only), LO- 
RO(Lobe on Receive Only) 스캔 방식을 사용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재밍 기법으로 AM 주기를 소인하는
SSW(Swept Square Wave)를 사용한다.
재머는 재밍 효과를 높이기 위해 AM 재밍을 소

인하는동안각도재밍으로인해레이더신호세기의 
변화가 감지되면 해당 AM 주파수로 재밍을 수행하
며, 이와 같은 방법을 Jog Detection 각도 기만 기법
이라 한다[3].

[그림 27] SSW(Swept Square Wave) 재밍 기법

[그림 28] Jog detection 각도 기만 재밍

레이더는 위에서 설명된각도 기만 기법에 강인한

모노펄스 방식의 각도 추적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모노펄스 각도 추적에 대한 기만 기법은 교차 편파

(Cross Polarization), 교차 위상(Cross Eye), 카운트 다
운(Count Down), 지면 반사(Ground Bounce), 채프 조
사(Chaff Illumination), 소모성 디코이(Expandable De- 
coy), 견인 디코이(Towed Decoy) 등이 있다.
교차 편파(Cross Polarization) 방법은 재머의 수직

안테나에 수신된 레이더 신호는 수평 안테나로 송신

하고, 수평 안테나에 수신된 레이더 신호는 180º 위
상 천이하여 수직 안테나로 송신한다. 교차 편파 재
밍 시 교차 편파 진폭 응답 특성이 크게 감소하므로

재밍 전력대 표적 신호비가 적어도 25~30 dB 이상이
되어야 하며[3], ±5° 이내의정확한직교성(Orthogona- 
lity)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교차 위상(Cross Eye) 재밍은 모노펄스 레이더에

매우 효율적인 각도 기만 기법으로 수신된 레이더

신호를 한 개의 재밍 안테나에서는 그대로 송신하

고, 다른 한 개의 재밍 안테나에서는 위상을 180° 변
환시켜 송신하는 기법이다([그림 30], [그림 31]). 전
자공격이효과적이기위해서는두재밍안테나출력

세기가 거의 동일해야 하고 180° 위상차가 정확해야
하며, 20 dB이상의 JSR이 요구된다[4].
지면 반사(Ground Bounce)를 이용한 각도 기만 기

법은저고도비행항공기가능동펄스도플러또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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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교차 편파 재밍 시 각도 기만 오차

[그림 30] 교차 위상(Cross Eye) 재머 장착 예

[그림 31] 교차 위상(Cross Eye) 재밍 기법

능동 지속파 탐색기를 사용하는 대공 유도탄(AAM)
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
며, 지상을 향해 조사된 재밍 신호가 표적 반사 신호
보다 크게 유도탄에 유입되도록 레이더 방향의 재머

안테나 이득이 재머의 주엽에 비해 40 dB 이하가 되
어야 한다[2].
채프 조사(Chaff Illumination)는 항공기의 후방에

[그림 32] 지면 반사(Ground Bounce) 각도 기만

채프를 상포하고, 채프에 재밍 신호를 조사하여 레
이더가 허위 도플러 주파수를 추적하도록 하는 각도

기만 기법으로 코히어런트 펄스 도플러 레이더 재밍

에 매우 효과적이다[2].
항공용 소모성 디코이는반능동 지속파 탐색기 미

사일에 효과적이며, 함정용 능동 디코이는 함정방향

[그림 33] 채프 조사(Chaff Illumination) 재밍 기법

[그림 34] 항공용 소모성 디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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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이형 디코이 (b) 체공형 디코이

[그림 35] 함정용 능동 디코이

[그림 36] 견인형 디코이(Towed Decoy)

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 각도를 이격하여 발사

하여 미사일의 Leading-edge 거리 추적 기능을 기만
한다[2]. 견인형 디코이(Towed Decoy)는 항공기가 재

밍 신호를 발생하는 디코이를 100 m 정도의 거리로
견인하여 레이더의 속도 추적 게이트를 기만한다.

Ⅳ. 결  론

전자공격 기술은 과거에는 CECM, REA, IRCM 
등으로 독립적으로도 개발되어 왔지만, 2000년대 이
후에 복합센서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다수 등장하면

서 복합전자공격 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으며,  특
히 최근에는 GaN을 이용한 2차원 재밍 송수신 장치
와다양한 기만재밍기법이 활발하게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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