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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엔드 스테이지 유도미사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방법을 구현하는 보호시스템 장치뿐만 아니라 표적정보 분석시스템을 장착한 터미널 자동추적 위상

유도미사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호할 선박을 향하여 움직이는 미사일이 적절한 센서

에 의하여 탐지되고 미사일의 위치가 찾아지고 예상 탄도가 컴퓨터에 의해 계산되고; 미사일과 이의 공격 구조에 의해 수

행된 표적 정보 분석의 형태가 적절한 센서에 의해 탐지되고, 미사일은 표적 정보 분석의 형태에 관하여 분류되어지고; 현

풍속과 풍향이 지속적으로 바람측정센서에 의하여 탐지되며; 항속, 항로, 롤링 및 피칭 운동과 같은 선박의 자체 정보가 지

속적으로 운동센서 및/또는 내비게이션 센서에 의해 탐지되며; 탐지된 센서 정보가 발사 제어 계산기로 전달되는 바, 발사

제어 계산기는 적어도 하나의 교란체 발사대를 제어하고 모든 탐지 정보를 고려하여 미사일과 이의 공격 구조에 적합한 효

과적인 교란체 형태를 생성한다.

대표도

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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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적정보 분석시스템을 장착한 터미널 자동추적 위상 유도미사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1) 보호할 선박을 향하여 움직이는 미사일이 적절한 센서에 의하여 탐지되고 미사일의 위치가 찾아지고 예상 탄도가 컴퓨

터에 의해 계산되고;

(2) 미사일에 의해 수행된 표적 정보 분석의 형태가 적절한 센서와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해 탐지되고 미사일은 표적

정보 분석의 형태에 관하여 분류되어지고;

(3) 현 풍속과 풍향이 지속적으로 바람측정센서에 의하여 탐지되며;

(4) 항속, 항로, 롤링 및 피칭 운동과 같은 선박의 자체 정보가 지속적으로 운동센서 및/또는 내비게이션 센서에 의해 탐지

되며;

(5) (1)내지 (4)로부터 탐지된 정보가 정보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발사 제어 계산기로 전달되며;

(6) 적어도 하나의 교란체 발사대(launcher)는 발사 제어 계산기에 의하여 제어되고, 다음과 같은 변수에 관하여 계산된

센서 정보에 기초하여 교란체의 배치를 발사 제어 계산기가 제어와 함께 교란체 탄약의 발사가 시작되며;

˙ 탄약 형태의 종류;

˙ 상이한 탄약 형태의 숫자;

˙ 연속한 탄약의 시간적 발사 간격;

˙ 선박의 롤링과 피칭 운동의 보정을 포함하여 방위각과 고도에서 각 탄약의 발사방향;

˙ 효과적인 차지의 작동까지 발사로부터 탄약의 지연시간과 이로 인한 교란체 효과거리;

(7) 발사 제어 계산기는 보호할 선박으로부터 배치된 교란체 형성을 일정거리로 분리하기 위하여 선박의 최적 진로와 속력

을 제어 컴퓨터 지원방법으로 계산하며;

(8) 선박탑재 바람측정 장비는 바람 측정 센서로 이용되며;

(9) 선박자체정보는 보호할 선박의 내비게이션 장비와 자이로스코픽 안정화 (gyroscopic stabilization) 장비에 의해 탐지

되거나 또는 특히 피치, 롤, 자이로스코픽 센서와 같은 별도의 가속도 센서에 의하여 탐지되며; 및

(10) 특정 교란체 형태는 위협의 개개 형태를 위한 적절한 교란체 형태와 함께 식별된 미사일과 공격 구조에 종속하여 생

성되는 바, 상응하는 교란체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미사일 형태와 자동추적 양태(behavior)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미사일 형태와 공격구조의 식별에 따라 발사 제어 계산기에 의하여 불러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RF 및/또는 IR 및/또는 UV 센서, 바람직하게는 선박탑재 정찰 레이더가 탐지에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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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특히 NTDS, RS232, RS422, 이더넷(ETHERNET), IR 또는 블루투스(Bluetooth) 인터페이스를 정

보 인터페이스로써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란체 탄약으로 펼쳐지고 부동의 무선 반사체, 특히 레이더 반사체 (공중레이더 반사체)뿐만 아니라 RF, IR 및 RF/IR 결

합 활성 물질과 함께 하는 탄약들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발사 제어 계산기로는 특히 캔 버스 (CAN bus; Controller Area Network bus)와 같은 표준화 된 정보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교란체 발사대로 교란체 형성을 배치하기 위하여 결정된 정보를 전달하는 발사 제어 계산기와 함께, 개인용 컴퓨터,

마이크로 콘트롤러 콘트롤(micro-controller control) 또는 SPS제어가 쓰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접혀진 교란체가 교란체 발사대에 의하여 발사되고 발사 동안 가스(gas)에 의하여 펼쳐지는 교란체가 사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무선 반사체가, 특히 레이더 반사체, 바람직하게 코너반사체, 바람직하게 여덟 개의 3면체 코너 반사체(3면체)를 갖는 레

이더 반사체, 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코너 반사체; 바람직하게 투망이나 포일(foil)의 형태로써 교란체로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교란체가 뜨거운 가스에 의하여 팽창하여 펼쳐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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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란체가 불꽃 가스 생성기, 특히 에어백 가스 생성기에 의하여 팽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란체 형태가 샌드위치; 스크린; 타워; 수직 위장 스크린(측면 공격 보호); 및 평면 위장 스크린(상방 공격 보호)으로 이루

어진 기하학적 구성들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로그래머블 지연요소와 함께 교란체 탄약이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특정 교란체 형태에 사용된 모든 교란체 탄약은 같은 출발 속도(v0)를 갖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표적정보 분석시스템을 포함한 터미널 자동추적 위상 유도미사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스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보호할 선박으로 접근하는 진짜와 모조 표적을 구별하기 위하여 터미널 자동추적 위상 유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센서;

접근방향, 거리 및 미사일의 속도를 탐지하기 위한 센서;

풍속과 풍향을 위한 바람 측정 수단;

항속, 항로, 롤링 및 피칭 운동과 같은 선박의 자체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운동센서 및/또는 내비게이션 센서;

적어도 하나의 발사 제어 계산기, 상기에서 특히 발사 제어 계산기와 컴퓨터가 한 유닛(unit)을 형성하고; 또한 상기에서 발

사 제어 계산기는 정보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센서들과 통신하며;

선박에 배치되고 방위각과 고도를 조종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교란체 탄약이 장착된 교란체 발사대, 상기에서 탄약 형

태는 펼쳐진 코너 반사체뿐만 아니라 RF, IR 및 RF/IR 조합탄약을 포함하고;

컴퓨터는 식별된 미사일과 공격 구조에 종속하여, 식별된 위협에 대항하여 선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정 교란체

형태의 생성을 허용하고 개개의 미사일 형태와 개개의 공격구조를 위한 적절한 교란체 형태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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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따른 교란체 발사대에 있어서, 상기 교란체 발사대는,

- 단일 교란체 탄약의 운반체로써 발사 플래폼(platform);

-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 간격으로 탄약을 발사하는 전기 발사수단,

- 발사 플래폼의 높이로의 이동을 위한 엘레베이션날 드라이브(elevational drive),

- 발사 플래폼의 측면 이동을 위한 방위각 드라이브,

- 드라이브를 받기 위한 베이스 플래폼,

- 특히 기뢰 폭발 충격에 의한 급격한 선박이동을 감소시키는 베이스 플래폼의 완충기;

- 바람직하게 비스듬히 경사진 금속 또는 탄소 섬유 표면을 형성하는, RF 및 IR 영역에서 선박의 신호를 감소시키는 스텔

스 트리밍(stealth trimming);

- 교란체 발사대로부터 교란체 탄약으로 발사하기 바로 직전 발사로부터 효과적인 차지의 작동까지 교란체 탄약의 지연시

간을 전달하는 적절한 인터페이스, 바람직하게 전기 플러그 인(plug-in) 접속 또는 두 개의 해당 코일을 통하여 유도 접속

의 형태를 갖는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진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교란체 탄약이 발사 제어 계산기에 의하여 통합된 전자적으로 자유로운 프로그래머블 지연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란체 발사대는 방위각방향과 고도방향으로 모두 각가속도가 50 DEG/s2 보다 크면서 전기적, 유압적, 공기압적 방향성

드라이브(directional drive)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3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F 및/또는 IR 및/또는 UV 센서, 바람직하게는 선박탑재 정찰 레이더가 탐지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3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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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인터페이스, 특히 NTDS, RS232, RS422, 이더넷(ETHERNET), IR 또는 블루투스(Bluetooth) 인터페이스를 정

보 인터페이스로써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3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란체 탄약으로 펼쳐지고 부동의 무선 반사체, 특히 레이더 반사체 (공중레이더 반사체)뿐만 아니라 RF, IR 및 RF/IR 결

합 활성 물질과 함께 하는 탄약들을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접혀진 교란체가 교란체 발사대에 의하여 발사되고 발사 동안 가스(gas)에 의하여 펼쳐지는 교란체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무선 반사체가, 특히 레이더 반사체, 바람직하게 코너반사체, 바람직하게 여덟 개의 3면체 코너 반사체(3면체)를 갖는 레

이더 반사체, 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코너 반사체; 바람직하게 투망이나 포일(foil)의 형태로써 교란체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교란체가 뜨거운 가스에 의하여 팽창하여 펼쳐질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13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란체가 불꽃 가스 생성기, 특히 에어백 가스 생성기에 의하여 팽창될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13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로그래머블 지연요소와 함께 교란체 탄약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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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특정 교란체 형태에 사용된 모든 교란체 탄약은 같은 출발 속도를 갖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13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발사 제어 계산기로는 특히 캔 버스 (CAN bus; Controller Area Network bus)와 같은 표준화 된 정보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교란체 발사대로 교란체 형성을 배치하기 위하여 결정된 정보를 전달하는 발사 제어 계산기와 함께, 개인용 컴퓨터,

마이크로 콘트롤러 콘트롤(micro-controller control) 또는 SPS제어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청구항 13에 따른 보호시스템 장치뿐만 아니라 청구항 1에 따른 표적정보 분석시스템을 장착한 터미널 자동추

적 위상 유도미사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되어있다.

배경기술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가 1967년 이집트 해군의 스틱스 미사일에 의해 침몰된 이래 대함 미사일은 선박에 대하여 커

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현대 대함 미사일은 터미널 자동추적 위상 유도를 위한 레이더(RF), 적외선(IR) 또는 이중 방식(DUAL MODE RF/IR) 센서

를 장착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인텔리전트(intelligent)" 정보 분석은 이들 미사일들이 진짜 표적과 모조표적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미사일 내재 정보 분석은 아래와 같은 시간적, 공간적, 스펙트럴(spectral)과 운동학적 특성을 포함한다.

. RF/IR 신호(signature)분석(이중 방식 표적탐지 헤드(head))

. 이미징 방법(이미징 IR)

. 시그널 주파수(signal frequency) 분석(FFT분석)

. 공간높이, 깊이, 측면 식별

. 모서리 추적 방법

. 일대일 이미지 상관관계

. 속도와 가속도

미사일로부터 군사목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RF및 IR 교란체는 오랫동안 선행기술에서 이용되어져 왔다. 미사일처럼 이

들 교란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최적화 되어졌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었다.

공격 미사일의 감지장비가 작동하는 스펙트럴 영역에서 선박신호의 불충분한 모방 때문에 현재의 교란체와 교란방법은 탐

지무기에 의하여 유도된 선박의 위협에 대하여 최적화 되어있지 않다.

특히 해상선박에 대한 최대 가능한 유사체라는 전제하에 알려진 교란방법과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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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교란체를 위한

. 적절한 장소에서

. 적절한 시간에서

“앤드”링크된(“and" linked) 요구를 단지 조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DE 38 35 887 A1은 가상표적을 생산하기 위한 탄약통을 기술하는 바, 특히 센서로 제어하는 탄약에 대한 방어

를 위하여 탱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가상표적 탄약통은 탱크의 레이더 신호를 모방하기 위한 코너 반사

체와 탱크의 적외선 신호를 모방하기 위한 발화성 차지(charge)를 포함하는 이중 방식 탄약으로 구현되어진다. 코너 반사

체와 발화성 차지는 양쪽 스펙트럴 영역에서 탱크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폭발성 차지에 의하여 퍼뜨려진다.

가상표적을 생산하기 위한 적외선 활성물질은 참고문헌 DE 43 27 976 C1에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연소시에 중간파장 영

역에서 방사선을 바람직하게 방출하는 적린(red phosphorus)에 기초한 섬광물질이다. 이에 상응하는 교란탄약과 혼합하

여 이들 섬광물질은 탱크, 선박, 시추선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DE 196 17 701 A1은 이중 방식이나 직렬로 작동하는 유도 표적탐지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 육. 해. 공

운반체의 보호를 위한 가상표적을 공급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적외선영역에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레이더 방사선을

후방 산란시키는 활성물질은 적당한 위치에서 가상표적으로써 동시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EP 1 336 814 A2는 접근하는 미사일의 탄도의 방위각과 고도에 따른 정해진 방법에 따라 코너 반사체를 배치

(deploy)함으로써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레이더 대응시스템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참고문헌 DE 199 43 396은 선박의 보호를 위하여 적외선이나 레이더영역에서 작동하는 표적탐지 헤드와 양쪽 파장

영역에서 동시 또는 직렬로 작동하는 표적탐지 헤드를 구비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 가상표적을 공급하는 방법뿐

만 아니라 교란체를 기술하고 있는 바, 섬광물질에 기초하여 IR 영역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IR 활성물질과 쌍극자

(dipole)에 기초하여 RF 방사선을 후방 산란시키는 IR 활성물질은 쌍극자 물질과 섬광 활성물질의 약 3.4:1내지 6:1비율

로 이루어지고 섬광물질의 하강률(descent rate)은 쌍극자 물질의 하강률보다 약 0.5내지1.5/s 높으며 가상표적으로써 적

당한 위치에서 동시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다.

헬무트 헤르만의 참고문헌 “해상에서의 위장과 기만”은 표적 정보 분석 시스템을 장착한 터미널 자동추적 위상 유도미사

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참고문헌은 보호할 선박을 향하여 움직이는 미사일이 적절

한 센서에 의하여 탐지되고 미사일의 위치가 찾아지고 예상 탄도가 컴퓨터에 의해 계산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헤르만의 참고문헌에 따르면 미사일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를 위하여서는 범위뿐만 아니라 접근 방향, 방위각, 고도가 알려

져 있어야 한다. 게다가 헤르만의 참고문헌은 미사일 위협의 방향뿐만 아니라 선박의 진로에서 교란용 금속조각의 효과적

인 이용, 풍력, 풍향의 의존도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헤르만의 참고문헌은 교란체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하여 항속, 항로,

롤링 및 피칭 운동과 같은 선박의 자체 정보를 이용하고 고려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발사 제어 계산기(fire control calculator)의 도움으로 배치된 교란체 형성(formation)으로부터 보호할 선박을 분리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선박의 최적 진로와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유사한 선박보호시스템이 미국특허 4,222,306에 기술되어 있으나 헤르만의 참고 문헌의 기술내용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교란체와 공격구조에 종속하는 특수 교란체 형태(decoy pattern)의 생성수단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상기에서 언급한 문헌들은 부분적으로 선박과 유사한 신호를 갖는 교란체나 가상표적의 생성을 기술하고 있음에는 틀림없

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교란체 방출기(decoy ejector)와 결합하여, 선박보호를 위한 교란체의 효과적인 시간적, 공간적

이용은 지금까지 기술한 방법과 장치로는 최적의 방법으로 달성되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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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란체는 교란체 로켓이나 강체 방출기로부터 모르타르(mortar) 원리에 따라 발사되므로 정확한 배치가 불가능

하다. 조종할 수 있는 교란체 방출기로부터 발사되더라도 요구되는 시차와 공간적 간격을 갖는 교란체의 배치는 지금까지

기술한 방법과 장치로는 지극히 어려운데, 이는 (현 위협 상황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발사 간격과 자발적으

로 선택 가능한 발사거리와 함께 순차적인 배치가 실행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헤르만의 문헌의 선행기술로부터 출발하여 교란체를 이용하여 선박보호를 위한 장치뿐만 아니라 개선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방법에 관하여는 청구항1의 특징을 통하여 본 목적이 달성된다.

장치에 관하여는 청구함 13의 특징을 통하여 본 목적이 달성된다.

다음의 요구사항들은 “인텔리전트“ 터미널 자동추적 위상 유도미사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요청된

다.

효과적인 교란 방법이나 시스템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 미사일 타입

˙ 미사일의 공격 방향

˙ 미사일의 거리

˙ 미사일의 속도

˙ 선박의 방향/신호

˙ 선박의 항로

˙ 선박의 속력

˙ 보충적인 선박의 자체운동(롤링, 피칭)

˙ 풍속

˙ 풍향

최소한의 시간 간격으로 배치간격, 배치높이, 배치방향, 시간차 뿐만 아니라 형태나 크기에 관하여 완전하게 유연하고, 바

다의 부분적으로 커다란 동요나 강력한 바람과 같은 해상 상태를 특히 고려한 교란체 형성과 교란체 형태를 생성할 가능성

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란체 형성은 미사일 표적탐지헤드와 관련된 스펙트럴, 공간적, 시간적 기준에서 선박 신호에 부합하여야 한다. 교란체

형성의 형태나 크기에 관하여 최고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일 교란체 탄약으로써 교란체의 형성이 이루

어져야 한다.

선박이 레이더와 적외선 신호를 재생하기 위하여 레이더나 적외선 또는 이들이 조합된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교란체 탄약

은 교란체의 요소가 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보호할 선박의 공간 신호를 재생하기 위하여 약 10m 내지 20m에 해당하는 가상 표적 직경을 갖는 교란

체 탄약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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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교란체는 특히 폭과 높이에서 분리된 형태로 개개의 교란체 탄약의 배치에 의하여 배치되도록 변경되고,

교란체 형성의 선박 형태 연장과 움직임이 보호할 선박으로부터 분리 되도록 발생된다.

본 발명의 방법과 방법 구현을 위한 보호 시스템 장치에 의하여 모든 입력 변수(미사일, 선박, 바람)에 종속하여 다음과 같

은 변수에 전적으로 유연한 교란체 형성을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 교란체 탄약의 종류 (1R, RF, 1R/RF),

˙ 상이한 교란체 탄약의 숫자,

˙ 개개 교란체 탄약의 배치의 시간 간격,

˙ 단일 교란체의 공간배치좌표,

˙ 교란체 형성의 운동학; 뿐만 아니라

˙ 교란체 형성의 형태와 크기

이는 위에서 기술한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

특별히 본 발명은 표적정보 분석시스템을 장착한 터미널 자동추적 위상 유도미사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되어 있고, 단

(1) 보호할 선박을 향하여 움직이는 미사일이 적절한 센서에 의하여 탐지되고 미사일의 위치가 찾아지고 예상 탄도가 컴퓨

터에 의해 계산되고;

(2) 미사일에 의해 수행된 표적 정보 분석의 형태가 적절한 센서와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해 탐지되고 미사일은 표적

정보 분석의 형태에 관하여 분류되어지고;

(3) 현 풍속과 풍향이 지속적으로 바람측정센서에 의하여 탐지되며;

(4) 항속, 항로, 롤링 및 피칭 운동과 같은 선박의 자체 정보가 지속적으로 운동센서 및/또는 내비게이션 센서에 의해 탐지

되며;

(5) (1)내지 (4)로부터 탐지된 정보가 정보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발사 제어 계산기로 전달되며;

(6) 적어도 하나의 교란체 발사대(launcher)는 발사 제어 계산기에 의하여 제어되고, 다음과 같은 변수에 관하여 계산된

센서 정보에 기초하여 교란체의 배치를 발사 제어 계산기가 제어와 함께 교란체 탄약의 발사가 시작되며;

˙ 탄약 형태의 종류;

˙ 상이한 탄약 형태의 숫자;

˙ 연속한 탄약의 시간적 발사 간격;

˙ 선박의 롤링과 피칭 운동의 보정을 포함하여 방위각과 고도에서 각 탄약의 발사방향;

˙ 효과적인 차지의 작동까지 발사로부터 탄약의 지연시간과 이로 인한 교란체 효과거리;

및

(7) 발사 제어 계산기는 보호할 선박으로부터 배치된 교란체 형성을 일정거리로 분리하기 위하여 선박의 최적 진로와 속력

을 제어 컴퓨터 지원방법으로 계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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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8) 선박탑재 바람측정 장비는 바람 측정 센서로 이용되며; 및 여기서

(9) 선박자체정보는 보호할 선박의 내비게이션 장비와 자이로스코픽 안정화 (gyroscopic stabilization) 장비에 의해 탐지

되거나 또는 특히 피치, 롤, 자이로스코픽 센서와 같은 별도의 가속도 센서에 의하여 탐지되며, 여기서

(10) 특정 교란체 형태는 위협의 개개 형태를 위한 적절한 교란체 형태와 함께 식별된 미사일과 공격 구조에 종속하여 생

성되는 바, 상응하는 교란체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미사일 형태와 자동추적 양태(behavior)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미사일 형태와 공격구조의 식별에 따라 발사 제어 계산기에 의하여 불러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RF 및/또는 IR 및/또는 UV 센서가 접근하는 미사일의 탐지에 이용되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선박탑재 정찰 레이더

가 이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선박탑재 바람측정 장비의 바람 측정 센서가 풍속과 풍향의 탐지에 이용된다.

게다가 특히 피칭과 롤링 운동과 같은 선박의 자체정보는 보호할 선박에 탑재된 내비게이션 장비와 자이로스코픽 안정화

장비 또는 별도의 가속도 센서에 의하여 탐지된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같이, 정보 인터페이스로써 특히 NTDS, RS232, RS422, 이더넷(ETHERNET), IR 또는 블루투스

(Bluetooth)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

교란체 탄약으로는 그 자체로 알려져 있는 레이더 반사체 (공중레이더 반사체)뿐만 아니라 RF, IR 및 RF/IR 결합 활성 물

질과 함께 하는 탄약들을 사용한다.

발사 제어 계산기로는 특히 캔 버스 (CAN bus; Controller Area Network Bus)와 같은 표준화 된 정보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교란체 발사대로 교란체 형성을 배치하기 위하여 결정된 정보를 전달하는 발사 제어 계산기와 함께, 바람직하게는 개

인용 컴퓨터, 마이크로 콘트롤러 콘트롤(micro-controller control) 또는 SPS제어가 쓰인다.

무선 반사체가 특히 레이더 반사체, 바람직하게 코너반사체, 바람직하게 여덟 개의 3면체 코너 반사체(3면체)를 갖는 레이

더 반사체, 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 자체로 알려져 있는 코너 반사체; 바람직하게 투망이나 포일(foil)의 형태로써 교란

체로 이용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구현하는데 알맞은 보호시스템 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갖춘다: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보호할 선박으로 접근하는 진짜와 모조 표적을 구별하기 위하여 터미널 자동추적 위상 유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센서;

접근방향, 거리 및 미사일의 속도를 탐지하기 위한 센서;

풍속과 풍향을 위한 바람 측정 수단;

항속, 항로, 롤링 및 피칭 운동과 같은 선박의 자체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운동센서 및/또는 내비게이션 센서;

적어도 하나의 발사 제어 계산기, 단 특히 발사 제어 계산기와 컴퓨터가 한 유닛(unit)을 형성하고; 그리고 단, 발사 제어 계

산기는 정보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센서들과 통신하며;

선박에 배치되고 방위각과 고도를 조종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교란체 탄약이 장착된 교란체 발사대, 단 탄약 형태는 펼

쳐진 코너 반사체뿐만 아니라 RF, IR 및 RF/IR 조합탄약을 포함하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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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식별된 미사일과 공격 구조에 종속하여, 식별된 위협에 대항하여 선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정 교란체

형태의 생성을 허용하고 개개의 미사일 형태와 개개의 공격구조를 위한 적절한 교란체 형태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포

함한다.

알맞은 교란체 발사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 단일 교란체 탄약의 운반체로써 발사 플래폼(platform);

-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 간격으로 탄약을 발사하는 전기 발사수단,

- 발사 플래폼의 높이로의 이동을 위한 엘레베이션날 드라이브(elevational drive),

- 발사 플래폼의 측면 이동을 위한 방위각 드라이브,

- 드라이브를 받기 위한 베이스 플래폼,

- 특히 기뢰 폭발 충격에 의한 급격한 선박이동을 감소시키는 베이스 플래폼의 완충기;

- 바람직하게 비스듬히 경사진 금속 또는 탄소 섬유 표면을 형성하는, RF 및 IR 영역에서 선박의 신호를 감소시키는 스텔

스 트리밍(stealth trimming); 뿐만 아니라

- 교란체 발사대로부터 교란체 탄약으로 발사하기 바로 직전 발사로부터 효과적인 차지의 작동까지 교란체 탄약의 지연시

간을 전달하는 적절한 인터페이스, 바람직하게 전기 플러그 인(plug-in) 접속 또는 두 개의 해당 코일을 통하여 유도 접속

의 형태를 갖는 인터페이스.

추가적인 이점이나 특징은 전형적인 실시예의 설명이나 도면으로부터 명백해진다.

실시예

제 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보호 시스템 장치의 개략적 표시를 보여준다.

보호할 선박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바람직하게 RF, IR 및/또는 UV 센서를 포함하는 이들 센서(예를 들어 FL 1800, MSP,

MILDS 또는 EloUM 장비 등)와 함께, 적절한 센서에 의하여 탐지되고 미사일의 위치가 찾아지고 식별된다.(제 1도 A)

선박탑재 바람측정 장비를 통하여 실현되는 전형적인 예의 감지장비와 함께, 적절한 감지장비에 의하여 바람 측정 센서가

현재의 풍속과 풍향이 지속적으로 탐지된다.(제 1도 A)

선박의 자체정보는 똑같이 적절한 감지장비에 의하여 탐지된다. 전형적인 예에서 선박에 탑재된 내비게이션 장비와 자이

로스코픽 안정화 장비가 채용된 전형적인 실시 예에서 이 감지장비와 함께, 보호할 선박의 항속, 항로, 피칭과 롤링 운동이

탐지된다.(제 1도 A) 물론 이들 변수의 측정은 선박의 피칭과 롤링 운동을 결정하는 별도의 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결정된 센서 정보가 적절한 정보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발사 제어 계산기로 전달되며(제 1도 B), 본 전형적인 실시 예에서

는 RS232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실행되어진다.

다른 가능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는 NTDS, RS422, 이더넷, IR 또는 블루투스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탐지된 접근 미사일의 경우, 제 1도 C의 교란체 발사대는 전형적인 예로써 PC로 구현되는 적절한 발사 제어 계산기의 도

움으로 제어된다.

전형적인 예로써, 제 1도 D에서 표시되어 있는 교란체 발사대의 제어와 교란체 탄약 발사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실행되

며:

˙ 상이한 교란체 탄약의 종류(RF, IR, RF/IR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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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한 교란체 탄약 형태의 숫자(RF, IR, RF/IR),

˙ 연속한 교란체 탄약의 시간적 발사간격,

˙ 각 교란체 탄약의 (선박의 롤링과 피칭 운동의 보정을 포함하여) 방위각에서 발사방향,

˙ 각 교란체 탄약의 (선박의 롤링과 피칭 운동의 보정을 포함하여) 고도에서 발사방향,

˙ 발사로부터 효과적인 차지의 작동까지 교란체 탄약의 지연시간; 뿐만 아니라

˙ 전형적인 예로써 개인용 컴퓨터로 구현되는 발사 제어 계산기와 함께, 교란체 형성의 운동학적 분리를 위하여 선박의 최

적 진로와 속력의 계산. 다른 선택으로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콘트롤 또는 SPS제어를 발사 제어 계산기로 쓰는 것이 가능

하다.

전형적인 예로써 선박의 최적 진로와 속력에 관한 발사 제어 계산기의 계산 데이터는 RS232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선박의

중앙부(central station)에 전달된다(제 1도 B). 다른 선택으로는 다른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NTDS, RS422, 이더넷, IR 및

블루투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전형적인 실시 예에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교란체 발사대(제 1도 B)로의 발사 제어 계산기의 데이터 전달은 캔 버스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일어난다.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교란체 발사대는 최소한 두 축(방위각 및 고도)으로 회전가능(pivotable)합니다.(제 1도 C). 제 1도

E에서 보듯이 교란체 형성을 배치하기 위하여 교란체 탄약은 방위각 및 고도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발사된다.

본 전형적인 예에서는 교란체 방출기는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 단일 교란체 탄약의 운반체로써 발사 플래폼,

-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 간격으로 탄약을 발사하는 전기 발사수단,

- 발사 플래폼의 측면 이동을 위한 전기 드라이브의 형태를 가지는 방위각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발사 플래폼의 높이로의

이동을 위한 전기 드라이브의 형태를 가지는 엘레베이션날 드라이브,

- 드라이브를 받기 위한 베이스 플래폼,

- 특히 기뢰 폭발 충격에 의한 급격한 선박이동을 감소시키는 베이스 플래폼의 완충기,

- 바람직하게 비스듬히 경사진 금속 또는 탄소 섬유 표면을 형성하는, RF 및 IR 영역에서 선박의 신호를 감소시키는 스텔

스 트리밍,

- 교란체 발사대로부터 교란체 탄약으로 발사하기 바로 직전 발사로부터 (효과적인 차지의 작동까지 교란체 탄약의) 지연

시간을 전달하는 적절한 인터페이스, 전형적으로 전기 플러그 인 접속 또는 두 개의 해당 코일을 통하여 유도 접속의 형태

를 갖는 인터페이스.

교란체 탄약은 발사대나 발사 제어 계산기로부터 전달된 지연 시간이 각기 저장되어서 활성 물질의 활성화가 지연시간의

다음과 같은 경과(lapse)를 일으키는 (제 1도 D), 통합된 전자적으로 자유로운 프로그래머블 지연요소들을 포함하는데, 단

이들 지연요소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회로로써 전형적인 실시 예에 구현되어 있으며, 단 교란체 탄약은 교란체 탄약에서

시작과 분배 활성 물질의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블 지연요소의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는(제 1도 D) 분리된

에너지 저장장치를 가지며, 단 본 전형적인 예에서 에너지 저장은 차지가 가능한 축전지(capacitor), 차지가 가능한 어큐뮬

레이터(accumulator) 또는 배터리를 통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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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종할 수 있는 교란체 발사대와 연결하여 거리상으로 변화하는 교란체 탄약에 의하여 교란체 형태는 시간과

공간상에서 임의로 선택 가능하도록 발생되며 (제 1도 E), 단 교란체 탄약에 포함된 활성 물질은 보호할 선박의 신호를 재

생하는 레이더, 적외선 또는 레이더/적외선 조합효과를 갖는 효과적인 차지를 포함한다.

제 2a도와 제 2b도는 각기 전형적으로 위에서 본 그림과 옆에서 본 그림으로써 제 2a도는 접근하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의

경우에 가능한 교란체 형성을 보여주고 제 2b도는 보호할 선박에 접근하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의 경우를 보여준다.

이들 도에서 다수의 교란체 탄약(본 예제의 경우 10개)이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높이 및 방향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연하게 배치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선박의 최측면(제 2a도: 교란체 1)에서 시작되고 미사일의 공격방향에 직각으로 연속적으

로 형성되고 (제 2a도: 교란체 2-6) 및 방향을 바꾸면서 멀어져 가는 (제 2a도: 교란체 7-10) 교란체 형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활성화된 교란체의 하강률과 연관하여 단일 탄약의 효과 지속시간 효과적 차지를 결정 하는 높이에 있어서 (제 2b도: 교란

체 1-10) 동시 발생의 분리에 의하여 선박을 닮은 교란체 형성의 운동학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란체 형성과 보호

할 선박이 서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접근하는 미사일이 선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가상 목표를 움직이도록 하

게 위하여, 이런 방법으로, 교란체 형태와 배가 필요한 만큼 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해상목표물과 싸울 목적의 미사일은 다음과 같은 전자기파장 영역에서 작동하는 목표 탐지와 표적 추적에 대비한다: 레이

더(예를 들어 I/J 밴드 및 ㎜W) 뿐만 아니라 자외선(UV), 광학(전기-가시광선 영역(EO)), 레이저(1.06㎛ 및 10.6㎛), 적외

선(IR).

전자공학 방법 (예를 들어 여과 방법) 및 수학 알고리즘 (예를 들어 패턴 인식)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 현대 미사일은 스펙

트럴, 시간적, 운동학적 및 공간적 구별 특징을 이용하여 진짜 해상목표물(예를 들어 선박, 시추선, ...)과 모조 목표물을 구

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교란체 시스템에 의하여 여러 위협 상황에서 다수의 다양한 미사일에 대항하여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위협상황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채용되고, 정확하게 위치한 교란체 형태를 생성하는 능력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특정 위협상황은 다

음의 변수에 따라 정의됩니다.

˙ 미사일 형식(i.a., 센서형식, 목표물 추적 알고리즘 등)

˙ 미사일의 접근방향

˙ 미사일의 접근속도

˙ 미사일의 거리

˙ 선박의 항해속력

˙ 선박 형식(기하학적 구조)

˙ 선박의 신호(레이더, 적외선)

˙ 선박의 진로

˙ 풍향

˙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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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도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에 필요한 시간 및 공간적으로 파상배치(stagger)된 교란체 형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데, 단일 교란체(원이나 원통으로 표시됨)로 이루어지고,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각각의 미사일 형식과 관련

된 공격 구조에 채용된다. 제 3도는 선박의 양 측면으로 접근하는 미사일에 대하여 샌드위치 형식의 보호를 제공하는 교란

체 형태이다. 이 교란체 형태는 위에서 본 그림이다.

제 4도는 전방이나 전방으로부터 약간 비스듬한 공격에 대한 방어로써 적절한 우산형식 교란체 형태의 위에서 본 그림이

다.

제 5도는 전방에서 접근하는 유도 탐지미사일에 대한 방어로써 타워형 교란체 형태의 측면도이다.

제 6도는 측면 보호를 위하여 균등하게 역할을 하는 위장 스크린의 측면도의 개략적 표시도이다.

제 7도는 위로부터의 공격, 소위 상방 공격으로부터 방어로서 역할을 하는 교란체 형태의 측면도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교란체 시스템은 전술 미션(mission) 계산기에 의하여 요구되는 교란체의 숫자에 관하여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한 특정 위협 상황을 위하여 최적 교란체 형태와 시간적, 공간적 의도좌표(ｘｎ,ｙｎ,ｚｎ,ｔｎ)를 계산하고 순차적

으로 교란체 방출기에 의하여 교란체의 정확한 공간(ｘｎ,ｙｎ,ｚｎ) 및 시간(ｔｎ)위치를 구체화한다. 다르게 말하여 본 발

명의 요점은 거친 바다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종류의 형태가 교란체 구름(cloud)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다.

제 8-10도의 흐름도에는 기능적 체인(chain) 또는 장비의 개략적 구조가 각각 나타나 있다.

적절한 감지장비에 의하여 선박의 자체 정보(속도, 항로, 롤링 및 피칭 운동)뿐만 아니라 바람 정보(풍속과 풍향)가 탐지되

고 중앙 컴퓨터에 제공된다(제 9도의 도면 부호 2).

경고 센서는 접근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접근방향 및 거리뿐만 아니라 각각의 미사일 형식을 결정합니다. 이들 정보 또한

중앙 컴퓨터 2에 제공된다. 탐지된 미사일 형식에 관하여 미사일 방어를 위해 관련된 특정 정보는 상관 데이터베이스(위협

테이블)로부터 불러온다. 이것은 특히:

˙ 미사일의 감지장비(레이더, EO, 적외선, 레이저)

˙ 미사일속도

˙ 미사일의 탐지 및 추적 방법

˙ 미사일의 여과 방법

˙ 미사일의 전자 대항수단(electronic countermeasures, ECCM)

미사일의 정보와 선박의 정보(속도, 항로, 레이더 신호, 적외선 신호) 및 바람(속도, 방향)에 따라, 미사일의 시간적, 공간적

의도좌표(ｘｎ,ｙｎ,ｚｎ,ｔｎ)뿐만 아니라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요구되는 교란체의 숫자에 관하여 최적 교란체 형

태가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진다(제 1-5도 참조).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가 상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정 위협 상황과 미사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또한

저장된 전형적(generic) 교란체 형태를 사용한다(예로 제 6도에 따른 “위장 스크린”).

미리 결정된 교란체 형태(의도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장치를 이용한

다(제 9도 참조):

a) 인공의 지평선에 상대적으로 선박의 롤링 및 피칭 운동을 탐지하는 감지장비

b) 발사 정보의 계산을 위한 컴퓨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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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방위각과 고도로 움직이는 2-축 디렉팅(directing) 유닛

d) 여러 개의 개별적으로 제어가능한 발사 요소를 가지는 발사 플래폼

e)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발사 플래폼으로부터 프로그램되어 의도좌표(ｘｎ,ｙｎ,ｚｎ)가 도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프로그래머블 지연요소를 장착한 교란체 탄약.

앞으로의 설명의 목적을 위하여 제 10(제 10도의 도면 부호 4)도에 표시하였듯이 단순히 4개의 교란체로 이루어진 교란체

형태를 4로 표기합니다. 공간(ｘｎ,ｙｎ,ｚｎ) 및 시간 의도좌표(ｔｎ)는 선박(TK(ｘｎ,ｙｎ,ｚｎ,ｔｎ))에 설치된 교란체 방

출기에 관하여(제 10도의 도면 부호 2)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다.

미리 결정된 교란체 형태(의도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 단계가 컴퓨터(제 7도의 도면 부

호 2) 임플리멘트(implement) 물리-수학적 표준 과정에 의하여 실행된다:

˙ 공기 저항, 질량(m) 및 출발 속도(v0)에 따른 교란체 탄약(제 8도의 도면 부호 3)의 탄도 계산.

˙ 전 단계에서 계산된 탄도가 의도좌(ｘｎ,ｙｎ,ｚｎ)표를 교차하도록 방위각(αｎ)과 고도(εｎ)에서 교란체 탄약의 출발 각도

계산.

˙ 의도좌표(ｘｎ,ｙｎ,ｚｎ)에 도달하도록 교란체 탄약의 필요 비행시간의 계산.

˙ 의도좌표(ｘｎ,ｙｎ,ｚｎ)에 도달하도록 단일 교란체를 발사하여 의도좌표에 올바르게 위치(ｔｎ)하도록 탄약의 필요한 시

간적 파상배치(△ｔ)의 계산.

˙ 선박의 롤링 및 피칭 운동에 의한 출발 각도의 보정을 위한 방위각(△α)과 고도(△ε)에서 필요한 보정 각도의 계산.

˙ 선박의 진행에 의한 의도좌표(ｘｎ,ｙｎ,ｚｎ,ｔｎ)의 시간적 전이(shift)의 보정을 위한 방위각(△α)과 고도(△ε)에서 필요

한 보정 각도의 계산.

계산 값들은 기계명령으로 변환되고 제 9도와 제 10도에 기술된 장비가 제어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위협 상황에 대응하여

정확한 교란체 위치와 형태는 구체화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특정 전형적인 실시 예를 기술할 것입니다.

롤링 및 피칭 운동을 탐지하는 센서(제 9도의 도면 부호 1)

선박의 자체 움직임, 피칭과 롤링 운동은 자이로스코픽 안정화 장비, 바람직하게는 경사계(inclinometer)에 의하여 탐지된

다.

발사 정보의 계산을 위한 컴퓨터(제 9도의 도면 부호 2)

기본적으로 모든 기존의 컴퓨터 2는 적절하나,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콘트롤 또는 SPS제어가 쓰인다.

컴퓨터는 교란체의 의도좌표(ｘｎ,ｙｎ,ｚｎ,ｔｎ)로부터 시간적 파상배치(△ｔ)의 계산하고 (식별된 출발 속도 v0 에서) 탄

도학을 이용하여 수학적 근사법, 예를 들어 런지-쿠타법(Runge-Kutta method)에 의하여 단일 교란체 탄약의 발사 방위

각(αｎ), 발사 고도(εｎ) 및 필요 비행 시간 및 효과 거리(dn)를 계산한다.

계산 정보는 제어장비에 의하여, 바람직하게는 서보 제어기(servo-controller)에 의하여, 위에서 언급한 방위각과 고도로

움직이는 2-축 발사대(제 9도의 도면 부호 3)를 위하여 기계명령으로 변환되고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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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으로 움직이는 발사대는 전기적, 유압적, 공기압적 방향성 드라이브(directional drive)에 의해 구현된다. 바람직하게

는 발사 플래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나, 바람직하게는 변속 장치를 매개로 하여 발사 플래폼에 운동을 간접적으로 전달

하는 전기 모타가 쓰인다. 방위각방향 운동과 고도방향 운동을 위한 드라이브의 동력은 움직일 질량과 회전력에 적합하도

록 채용되어 있다. 적절한 반응속력에 도달하고 선박의 자체운동을 보정하기 위하여, 드라이브는 방위각방향 운동과 고도

방향 운동을 위하여 각속도가 50 DEG/s보다 크고 각가속도가 50 DEG/s2(양수 및 음수의 가속도)보다 크도록 설계되어

진다.

디렉팅 사거리는 발사 플래폼을 세세히 고려하면, 방위각으로의 발사 방향은 0 DEG 내지 360 DEG이며 고도방향의 발사

방향은 0 DEG 내지 90 DEG이다. 프로그래머블 발사 제한을 두어서, 교란체 탄약의 발사가 선박의 상부 구조물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한다. 안전이유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EPROM에 기초한 프로그램 메모리가 쓰인다.

여러 개의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한 발사 요소를 가지는 발사 플래폼(제 9도의 도면 부호 4)

발사 플래폼은 적어도 20개의 단일 교란체의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진다. 바람직하게는 어떠한 교란체 탄약도 단독

으로 발사된다. 게다가 희망하는 효과거리에 교란체 탄약의 비행시간의 프로그래밍이 발사 플래폼을 매개로 하여 실행된

다. 교란체 탄약과 함께 인터페이스는 접촉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바람직하게는 유도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실현되어 정보

전달에 있어서 부식(corrosive)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발사 플래폼으로부터 프로그램되어지는 프로그래머블 지연요소를 장착한 교란체 탄약(제 9

도의 도면 부호 5)

교란체 탄약은 모두 같은 출발 속도(v0)를 갖도록 설계되어 진다. 이것은 컴퓨터의 탄도 계산에 기초하여 교란체의 올바르

고 정확한 배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 비행 거리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00m 이상이다. v0는 탄약의 무게, 저항

계수(cw)및 전방 말단 표면적(A)에 적합하도록 하게한다.

교란체 탄약은 각각 프로그래머블 지연요소를 포함하여 의도좌표(ｘｎ,ｙｎ,ｚｎ)에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비행시간이

변할 수 있고 발사 플래폼에 의하여 발사 바로 직전에 프로그래밍되어진다. 발사 플래폼과 함께 인터페이스는 바람직하게

는 유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각각의 코일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전형적인 보호 시스템 장치의 개략도

제 2a도는 레이더 유도미사일의 공격에 대한 대응시스템으로써 본 발명에 따라 배치된 전형적인 교란체 형성을 위에서 본

개략도

제 2b도는 적외선 유도미사일의 공격에 대한 대응시스템으로써 본 발명에 따라 배치된 전형적인 교란체 형성의 측면 개략

도

제 3도 내지 제 7도는 다른 교란체 형태를 도시한 그림

제 8도는 본 발명에 따른 교란체 시스템의 개략 흐름도

제 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필수 요소의 표시도

제 10도는 의도된 좌표에서 교란체 형태의 형성의 개략적 표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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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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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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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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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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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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