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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 대의 조사 및 추적 레이더들의 동기화된 네트워크 및 관련된 처리 수단들 및 통신 채널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상기

레이더들은 표적을 탐색 및 추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탐색된 표적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차단기가 표적으로 발진된다.

상기 레이더들은 표적 및 차단기를 측정 및 추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표적 및 차단기의 사정거리들은 동기화된 네

트워크 내의 상기 레이더들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되고, 사정거리 삼각측량에 의해 통합되는 동기화된 정확한 사정거리 측

정치들로 전환되어, 각 레이더의 각도 측정의 정확성에 관계없이 표적과 차단기의 정확한 위치 측정치들을 제공한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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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수단들이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오류들을 극복하고 차단기를 표적 가까이에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차단기의 이동을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이동 명령들은 통신 채널을 사용하는 차단기로 전송된다. 상기 차단기는 언급된 차단기가

상기 표적에 접근하면, 표적의 탄두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파괴 메카니즘을 구비하고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없음.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대지(ground-to-ground) 로켓의 차단에 관한 공중 방어 시스템의 통상적인 분야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구성 요소는 또한 물체의 탐색 및/또는 추적의 응용분야들과 차단기의 설계에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배경기술

[1] 에프에이디제이알-5 333 밀리미터(mm) 로켓, 제인스 군수품 안내서, 2002년 8월(Fadjr-5 333 mm rocket, Jane's

Ammunition Handbook, August 2002).

[2] 알에프에이에스 122 밀리미터 비엠-21 그라드 시리즈 로켓, 제인스 군수품 안내서, 2002년 8월(RFAS 122 mm

BM-21 Grad series rockets, Jane's Ammunition Handbook, August 2002).

[3] 메릴 아이. 스콜닉, 레이더 시스템의 소개, 멕그로우 힐 2000(Merrill Ⅰ, Skolnik, Introduction to Radar Systems,

McGraw Hill 2000).

[4] 데이비드 케이. 발톤, 레이더 기술 백과사전, 알텍 하우스 주식회사. 1997(David K. Barton, Radar Technology

Encyclopedia, Artech House Inc. 1997).

[5] 알아이엠-116 알에이엠(엠케이 31 유도 미사일 무기 시스템)/에스이에이 알에이엠/알에이피아이디에스, 제인스 해

군 무기 시스템, 2002(RIM-116 RAM(Mk 31 Guided Missile Weapon System)/SEA RAM/RAPIDS, Jane's Naval

Weapon Systems, 2002).

[6] 미합중국 특허 제6,209,820.호

자주로켓(artillery rocket)은 어떠한 공중방어 시스템에서도 상대적으로 감지가 어려우며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이므로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무기는 일제히 발사되는데, 방어하는 측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격추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종류의 위협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작용 시스템이 없다. 에어로우(Arrow), 타아드(Thaad) 및

피에이씨-3(PAC-3) 프로그램들과 같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항해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들은 일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장거리에 있는 다수의 표적을 탐색할 수 있는 대형 위상배열레이더(phased array radars)와 차단의

마지막 상황에 사용되는 탑재식 탐색기(on-board seekers)를 갖춘 정교한 미사일을 사용한다.

단거리 탄도 표적에 대하여 이러한 위협요소에 정확하게 대항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은 티에이치이엘(THEL)-이동식 전술

고에너지 레이저(the Mobile Tactical High Energy Laser)인데, 현재 개발단계이며 카투샤(Katyusha) 로켓에 대항하는

시험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이동식 전술 고에너지 레이저(the Mobile Tactical High Energy Laser)는 고에너지 즉, 레이더를 이용하여 그 표적에 발

사되는 불하중수소(deuterium fluoride) 화학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다. 티에이치이엘(THEL) 해결법의 가장 큰 결점은 쉽

게 눈에 띄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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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자주미사일(artillery rocket)의 위협요소에 대항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작용 시스템이 없지만, 많은 공중 방어

시스템은 전술 미사일 또는 공대지(air-to-surface) 정밀 무기에 대항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중 다수는

해군 경계지역 내에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해군 선박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알에이엠(RAM) 미사일은 그러한

무기의 예시이다. 바락(BARAK) 선박 지점 방어 미사일은 또 다른 것이다. 알에이엠(RAM) 미사일은 특별한 추진력 제어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미사일을 표적으로부터 근접한 거리까지 유도하는 탐색기를 갖추고 있다. 바락(BARAK)미사일은

탐색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에 탑재된 특별한 추진력 제어 레이더에 의해 표적으로 유도된다. 표적 차단에 대한

원격탐사(remote sensing)의 사용은 무기 유효 사정거리를 제한하여, 지점 방어 목적에 특히 유용하게 해준다.

다수의 위협요소들, 더 나아가 운동(maneuver) 표적에 대항하여 귀중한 자산을 보호할 필요성은,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비행시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작전용 탄도를 포함하는 방공포들의 도입에 이르게 되었다. 그 예시로는 고정밀 레이더

(high precision radar)에 의해 유도되어 해양 유도탄을 차단하는 디에이알티(DART) 발사체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포

들은 레이더에 의해 제어되며 전형적인 높은 발사비(fire rate)를 보유하고 있다. 종래의 방공포는 표적을 명중시킬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유탄으로 공중을 가득 메우는 방식의 통계수치적 무기인데, 새로운 경항은 발사체에 운동(maneuver) 가

능성을 더함으로써 정확도를 높히는 것이다.

제인스 디펜스 업그레이즈(JANE'S DEFENCE UPGRADES) - 2002년 11월 01일, 새로운 군수품이 무기 성능을 높힌다.

이 알 후톤(E R Hooton*)

발췌:

두 대의 오티오 멜라라(OTO Melara)의 해군 무기탑재-76 밀리미터(mm) (3인치(in)) 모델 62 및 127 밀리미터(mm) (5

인치(in)) 모델 50-는 2008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하에 실질적으로 성능이 향상될 예정이다.

127 밀리미터(mm) 경량 무기 탑재는 현대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이탈리아 소형 구축함

(frigate) 베르사글리에르(Bersagliere)를 통해 성능시험을 마쳤다. (제이디유 5판 8권 8페이지(JDU Vol Ⅴ No. 8 p8) 참

조)

최신식 76 밀리미터 무기는 분당 120회전(120rds/min.)으로 증가된 발사속도를 가지고 있는, 수퍼 레피드 변형(Super

Rapid variant)이다. 그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호라이즌 클래스(Horizon class), 노르웨이의 넨슨 클래스(Nansen class)

및 새로운 사우디 아라비아 아리야드 클래스(Arriyad class)를 포함하는 다양한 소형 구축함들에 설비되어 있다. 높은 발

사비율은 방공전투(Anti-Air Warfare (AAW)), 특히 선박 미사일에 대항하는 시스템으로서 그 큰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오티오 멜라라(OTO Melara)는 현재 데이비드(Davide) 유도 발사체 프로그램을 통해, 그 능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이탈리

아 해군 약정을 받았다. 상기 계획은 운동(maneuver) 표적에 대항하여 사용하기 위한 광선-탑재, 고속, 유도 발사체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위구경(subcalibre) 발사체 또는 디에이알티(DART(Driven Ammunition Reduced Time-offlight)는 날탄(discarding

sabot)을 보유하고 있다. 3.4 킬로그램(Kg) 디에이알티(DART)의 전면은 프로그램화 가능한 극초단파 근접전파 신관

(programmable microwave proximity fuze)('클러터(clutter)'와 오류회신(false return)에 대한 더 월등한 판별력을 위

해) 및 커너드-윙(canard-wing)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원통의 후면에는 여섯 개의 수직 안정판과 알에프(RF(radio

frequency)) 유도 수신 장치가 있다.

상기 원통은 종래의 탄약과 같은 방식으로 발사되며, 디에이알티(DART)가 그 탄저판을 분리하게되면, 그 탄저판은 표적

을 향하는 알에프(RF) 조명 광선 내로 집적된다. 신관(fuze)은 10 미터(m)를 초과하는 광선 감도(radial sensitivity)를 보

유하고 있어서, 최대수의 파편들이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최적의 거리와 위치에서 탄두가 폭발하게 한다. 원통은 초속

1,200 미터(m)(m/s) (마하 3.5)로 비행하여 50 그램(g) 이상의 공격을 할 수 있다.

비유도 버전(version)의 디에이알티(DART)는 또한 정확한 해안 포격에 사용될 수 있다. 사포멀(SAPOMER(Semi-

Armour-piercing OTO Munition, Extended Range))를 갖춘 레피드(Super Rapid) 대포는 오직 10.75 나노미터(nm)이

며, 오티오(OTO) 멜라라(Melera)는 디에이알티(DART)가 21.5 나노미터(nm)의 거리에 도달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도된 시험들은 올 해 시작되었고, 생산은 2006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근접방공체계용 미사일(RAM)(Rolling Airframe Missile)은 과거 1979년, 미합중국-독일간 협력 계획의 생산품이다. 미

합중국의 해군 해양 시스템 지휘본부(naval sea systems command), 독일의 해군, 그리고 방어기술 및 조달 연방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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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BWB)으로부터 구성된 합동 알에이엠(RAM) 프로그램 사무소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을 갖춘 생산 양해각서(MoU)

가 1987년 체결되었다. 최고 계약당사자들 및 협력 동반자들은 미합중국의 레이시온 미사일 시스템(Raytheon Missile

System)과 독일의 알에이엠-시스템 지엠비에이치(RAM-System GmbH) 협회이다.

1992년부터 운영되어, 50척이 넘는 미합중국과 독일의 선박들에는 현재, 자발적이고, 신속-대처가 가능하며, 전천후용이

고, 발사후 일임(fire-and-forget)형 시스템으로서 설계된, 수동 무선주파수/적외선 (RF/IR) 듀얼모드 유도를 사용하는

미사일들이 탑재되어 있다. 완전한 알에이엠 엠케이 31 유도 미사일 무기 시스템(RAM Mk 31 Guided Missile Weapon

System)은 엠케이 44 유도미사일 팩(Mk 44 Guided Missile Round Pack)과 21-쎌 엠케이 49 유도미사일 발사 시스템

(21-cell Mk 49 Guided Missile Launching System (GMLS))을 결합하고 있다. 상기 미사일 그 자체는 RIM-116A(블록

0)과 RIM-116B(블록 1)로 지정되어 있다.

초기 구성(블록 0)에서는, RAM이 위협요소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RF-발광 ASCMs에 교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적의

레이더 탐색기에 의해 제공되는 RF 방출물은 발사 후의 자동 추적(lock-on)을 위해 RAM의 듀얼-모드 탐색기에 사용되며

중간궤도 유도를 제공한다; 표적의 IR 방사는 말단 유도(terminal guidance)에 사용된다. 발사 후 곧바로, RF 탐색기는 마

사일을 표적으로 유도하고 IR 탐색기를 표적 방향쪽으로 가리켜, RF 중간궤도 유도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IR 탐색기는 좁은-구역(narrow-field) 장치이므로, 표적의 말단 포착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으로 초기 유도에

대한 수동 RF 포착을 위해 표적이 발광되어야 한다.

최신의 블록 1 미사일에서는, 미사일의 IR 추적 성분이 정보처리 디지털 신호 처리(intelligent digital signal processing)

을 포함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스캐닝 탐색기(image-scanning seeker)를 통해 진보되어 있다. 이것은 아이알-올-

더-웨이(IR-all-the-way) 유도를 듀얼-모드 시스템에 제공하여, 모든 미사일 사정거리 내의 비-무선주파수-발산(non-

RF-radiating) 표적에 교전한다.

표적 탐색 및 IR 자동 추적(lock-on)은 비행중에 탐색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행된다. 즉석 탐색기 분석의 결합에 있어서,

디지털 신호 처리는 뛰어난 IR 대응 수단 능력을 제공한다.

1999년 8월, 시스템의 도입 판단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방어 시험 선박(Self-Defense Test Ship)에서 수행된 작용평가

(Operational Evaluation)(OPEVAL)를 통해, 블록 1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10개의 시나리오들에서,

실제와 같은 상황하에 하푼(Harpoon), 엑소싯(Exocet) 및 초음속(마하 2.5) 반달(Vandal) 표적 미사일들이 차단되어 파

괴되었다. RAM 블록 1은 씨스키밍(seaskimming), 다이빙(diving) 및 고도의 운동분석(highly maneuvering profiles)들

이, 단일 혹은 연속적으로 공격해오는 상황들을 포함하는 주어진 시나리오들에서 모든 표적들을 한 번에 격추시켰다. 블록

1 최대속도 미사일 생산에 대한 마일스톤 Ⅲ(Milestone Ⅲ) 승인은 2000년 1월에 이루어지게 된다.

올 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의 진보는 블록 1 미사일이 고정 또는 회전식 날개를 가진 비행체 및 지상의 표적들도 또한

격추할 수 있도록 할것이다. 헬리콥터, 비행기 및 지상(HAS, Helicopter, Aircraft and Surface)에 대한 능력은 블록 1 미

사일의 IR 탐색기 설계 및 수행 특성들을 개선하여, 저속비행 공중표적 및 고속정(FACs)과 같은 수상함(surface vessels)

을 격추하도록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 HAS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하드웨어(hardware)의 변화

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RAM에 대한 최초의 수출 주문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자국의 신형 KDX-2 방공 구축함(destroyer)에 장착할

세 대의 Mk 49 GMLSs에 대한 미화 2천4백9십만 달러(US$24.9 million)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1999년 12월에 이루어졌

다 (64 RAM 블록 1 미사일에 대한 계약이 2000년 10월 이어진다). 그 다음, 그리스의 엘리프시스 조선소(Elefsis

Shipyards)가 그리스 해군(Hellenic Navy)에 구축되고 있는 세 대의 새로운 62m 고속정(FACs)에 장착될 세 대의 Mk 49

GMLSs에 적용될 RAM-시스템에 대한 직접판매(direct commercial sale)계약이 2000년 4월에 체결된다.

Oto Melara가 DART를 개량한다(Oto Melara refines DART)

소구경 이너레이어 대포 시스템(smaller-caliber inner-layer gun systems)에 관한 종래의 방식에 맞서, 이탈리아 해군

은 최후 방어선으로서 Oto Melara 76/62 수퍼 래피드(Super Rapid) 중구경 대포를 고집하고 있었다.

수퍼 래피드(Super Rapid) 탑재는 공중방어 위주이지만 2차 육지방어 기능도 유지하고 있다. 분당 120회전수(120red/

min)로 발사하며, 최대 발사비에서 10회전 기준 1,000 미터당 0.3메가라드(mrad)보다 적은 표준 편향비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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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한 궤도-수정 포탄(course-corrected shell)이 제조단계에 이르지 못한 반면, 이탈리아 해군은 현재 새로운 DART

(Driven Ammunition Reduced Time) 회전(round)의 개발을 Oto Melara가 후원하고 있다. DART는 하위구경

(subcaliber) 회전이며, 현존하는 컴팩트(Compact) 및 수퍼 레피드(Super Rapid) 대포와 완벽히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그 결과 더 큰 포구발사 속도를 통해 더 넓은 사정거리 및/또는 비행시간을 줄이게 된다). 그것은 또한 치명성을 최적화

하기 위해 프로그램화 가능한 RF 근접 신관-탐색기(fuze-seeker), 그리고 광선-추적(beam-riding) 유도에 기반한 연속

적인 궤도-수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회전 그 자체는 앞쪽에 탑재된 날개 제어 표면장치(canard control surface)들을 가지게 된다. 속도는 마하 3을 초과할 것

이며, 매우 짧은 시간으로 차단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최대 사정거리는 대략 5Km이고, Oto Melara에 따라 비행하게 되며,

비행되는 발사체의 순서에 제한이 없다. 회사측은 반응시간은 미사일 시스템보다 적어야 하고, 또한 살상-대비-비용

(cost-per-kill) 및 생명-파괴(through-life) 비용이 이너레이어(inner-layer) 미사일보다 약간 적게 들것이라고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을 따르는 본 시스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항하여 지역 및 지점 방어를 제공한다. 표적은 단거리 전술 탄

도 미사일(예를 들면, Fadjr-5 333 밀리미터(mm) 로켓 [1]) 또는 자주로켓의 집중포화(예를 들면, RFAS 122 밀리미터

(mm) BM-21 [2])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시스템은 비행기, 헬리콥터, UAVs, 유도 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공중에 있는 표

적들에 대항한 방어를 제공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본 시스템은 표적을 탐색 및 추적하고, 최신의 현장 에어픽쳐(Air Picture)를 생성하는 충분한 데이터

를 제공하는 저비용 조사(low cost search) 및 항로 레이더(track radars)의 동기화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상기 데이터

는 시스템 리소스(system resource)와 차단장치를 표적에 할당하여 격추를 계획하기 위해 사용된다. 레이더는 새로운 대

상 및 격추 표적을 추적하고 차단기를 또한 측정한다.

동기화된 레이더의 사정거리 측정을 이용한 사정거리 삼각측량을 통하여, 표적 및 차단기의 정확한 위치를 얻게 되어, 무

선 탐사에 기반한 차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차례로, 지상으로부터의 유도 명령을 수신하는 차단기의 가격을 낮추어주

고, 표적에 도달하는 탑재식 탐색기가 필요없게 해준다. 상기 위치 측정은, 오류를 극복하여 차단기를 표적 가까이에 도달

시키기 위한 교정되는 운동(corrective maneuvers)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교정 명령은 업링크(uplink) 통신 채널을 사

용하여 차단기에 전송된다. 상기 차단기는 지상에서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표적 탄두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파괴

메카니즘(mechanism)을 갖추게 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공중 방어 시스템에는 두 가지 형태의 차단기가 통합되어 있다: 방공포(artillery gun)로부터 발사되

는 운동 발사체(maneuvering projectile), 그리고 지대공(surface-to-air) 미사일.

이러한 실시예에 따르면, 발사체는 지점 방어에 사용되어, 자주로켓의 집중포화에 대항하여 귀중한 자산의 저비용(low-

cost) 방어를 제공한다. 지대공 미사일은 더 장거리의 효과적인 차단범위를 보유하고 있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집중

투하에 대항하여 더 넓은 지역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본 시스템은 다음의 임무들을 수행한다:

- 잠재적인 탄도 표적들을 조사 및 탐색 (지대지 자주로켓 및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

- 다수의 표적을 추적;

- 집중된(saturated) 공격 내의 표적 차단;

- 표적의 탄두를 파괴;

- 파괴평가(kill assessment).

또한, 이러한 예시에 따르면,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공중 방어 능력들도 제공해야 한다:

- 다른 공중 위협요소들(비행기, 헬리콥터, UAVs, 글라이더 등)의 탐색, 추적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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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추적 위치 결정 (데이터를 다른 병력들에 전송하여 로켓 발사장치를 파괴하기 위해)

시스템 비용은 특히, 낮은 차단기 비용으로 인하여 낮춰져야 한다.

이에 따라서, 시스템은 적어도 세 대의 조사 및 추적 레이더, 관련된 처리 수단들, 그리고 통신 채널들의 동기화된 네트워

크를 제공한다; 레이더들은 적어도 하나의 표적을 탐색 및 추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하나의 탐색된 표적에 대응

하여, 적어도 하나의 차단기가 상기의 적어도 하나의 표적을 향해 발사된다; 레이더들은 적어도 하나의 표적과 적어도 하

나의 차단기를 측정 및 추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표적과 차단기의 사정거리는 상기 동기화된 네트워크 내의 상기

적어도 세 대의 레이더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되어, 동기화된 정확한 사정거리 측정을 이루어낸다; 동기화된 측정들은 사정

거리 삼각측량에 의해 통합되어 각 레이더의 각도 측정의 정확성에 관계없이 정확한 표적과 차단기 위치 측정들을 제공한

다; 상기 처리 수단들은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오류를 극복하여 차단기를 표적 가까이에 도달시키기 위한 차단기의 운동

(maneuver)들을 계산하기 위한 측정들을 활용하도록 설정된다; 상기 운동 명령들은 통신 채널을 사용하는 차단기에 전송

된다; 상기 차단기는 상기 차단기가 표적에 접근하면 표적의 탄두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파괴 메카니즘에 도입된다.

본 발명은 더 나아가 관성 회전 센서가 없고 운동 명령을 명령 전송기로부터 수신받도록 구성된 원주상의 통신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는 회전식 차단기(rolling interceptor)를 제공한다; 상기 차단기는 상기 안테나를 사용하여 운동 명령의 분석

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여기에 설명된 사정거리 삼각측량에 의해 표적을 탐색 및 추적하는 저비용의 조사 및 추적 레이더의

동기화된 네트워크는, 정확한 공기 및/또는 해상 및/또는 지상의 표적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뛰어난 추적의 정확성

을 요구하는 응용분야, 그리고 알려진 위치 또는 처리에 있어서 대상물의 정확한 추적을 요하는 다른 응용분야를 위한 독

립된 시스템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관성 회전 센서가 없이 앞서 설명된 원주상의 통신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는 회전식 차단기가 또한 다

른 레이더 방법들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유사하게는, 한 실시예에 따르면, 차단기 내의 특별한 파괴 메카니즘에 적합한 마지막의 최종 기하학적 배열(geometry)을

만들어냄으로써 파괴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된 궤도 설정은, 다른 센서들에 의존하는 다른 차단 시스템들에도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을 이해하기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알기 위해, 실시예를 따르는 도면들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

예가 설명될 것이나, 실시예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기본 시스템 구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레이더, 대포, 미사일 및 BMC 넷망(netting)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교전 사이클(engagement cycle)의 순서도(flow chart)를 설명하고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유도 회로(guidance loop)의 블록 도표를 설명하고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레이더 네트워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발사체 설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발사체 통신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 7B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회전 측정 알고리즘(algorithm)을 설명하고 있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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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시예에 따르면, 표적의 조사 및 탐색은 동기화된 저비용 레이더(최소 세 대의 레이더)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된다. 표

적 및 차단기의 위치는 GPS와 유사한 접근법(approach)을 사용하는 사정거리 삼각측량을 통해 결정된다. 상기 레이더는

대상물(표적 또는 차단기) 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상기 측정치는 정확한 원자 시계(atomic clocks)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간축(time base)으로 동기화된다. 이러한 시간축과 알려진 레이더의 위치를 사용하여, 거리 측정치로부터 대상물의 위

치가 정확하게 결정된다. 계산된 위치의 정확성은 레이더의 특성과 시스템의 기하학적 배열(표적과 레이더의 위치 관련)에

의존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레이더의 각도 측정치들은 표적 연관(association) 처리를 지원하며, 정

확한 측정치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도 측정치의 정확성 요구도는 매우 낮으며,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단

일 레이더가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해볼때, 시스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레이더에서는 대상물의 위치가 사정거리 및 방향 측정치들에 의해 얻어진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대상물에

대한 조준선에 대한 위치상 오류는 적어도 거리상으로는, 사정거리에 의존한다. 이것이 탐색기가 탑재식 차단기를 도입하

는 이유이다; 위치상 오류들은 차단기가 표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줄어든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위치상 오류는 더

이상 사정거리에 의존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스템의 기하학적 배열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정확도의 데이

터가 표적들의 원격탐사(remote sensing)에 기반한 차단이 가능할 정도로 얻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차단기 비용을 상

당히 절감할 수 있다.

레이더들로부터 얻어진 표적과 차단기 데이터는, 차단기들에 대한 운동명령(maneuvering commands)을 결정하는 유도

알고리즘(algorithms)에 의해 처리된다. 이러한 명령들은 업링크(uplink) 채널을 통해 전송되고 실행 이후 차단기의 궤도

를 교정하며 차단기를 표적으로부터 작은 반경범위 내로 이동시킨다. 상기 차단기의 파괴 메카니즘은 표적의 탄두를 파괴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운동 발사체 및 지대지 미사일의 두 가지 형태의 차단기들은, 낮은 비용에 특히 중점을 두어 설계되어 있다. 차단기에 탑재

식 탐색기가 필요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통신 수신기를 또한 회전식 센서로 사용하여 다른 탑재식 센서에 대한 필요성을

막음으로써, 발사체 비용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또 다른 비용 절감 요소는 최종적으로 탄도 표적들을 차단하는 동안, 유사한 기하학적 배열 조건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런점은 차단기의 파괴 메카니즘 설계를 단순화시킨다. 운동 발사체의 경우, 전형적인 차단 기하학적 배열은 정면배열인데,

그것은 운동 발사체의 제한된 사정거리 때문이다. 단순한 근접전파 신관 및 표준적인 대 폭발 분열 탄두(high explosive

fragmentation warhead)는 높은 파괴 확률을 제공한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에는 도달 방향이 표적과 평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궤도 설정이 사용된다 . 하기에 설명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정면, 후방추적 또는 후방(차단기가 표적의 앞쪽에서 저속으로 위치해있을 경우)으로 접근할 것이다.

단순한 근접전파 신관 및 대 폭발 분열 탄두(high explosive fragmentation warhead)는 상기의 접근시에 효율적인 표적

파괴를 보장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단일 송신기를 통하여 차단기로의 통신이 수행된다. 송신된 데이터는 공중의 모든 차단기로의 유도 명령을 포

함하고 있다. 각 차단기는 자체의 명령들을 판독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그런 식별 코드가 BMC 및 차단기 양

쪽에 알려지도록, 모든 차단기들은 식별(identified)(예를 들면, "색 표시된(colored)")되어야 한다. 몇몇의 색 표시

(coloring) 방법들도 가능한데, 발사 후 즉시 공중에 있는 차단기에 색 표시하는 것 및 발사 전(pre-launch) 과정 동안 색

표시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본 시스템은 또한 지대지 로켓의 발사 지점을 로켓 발사기들에 대항하는 다른 장비들의 작동이 가능

하도록 위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은 도 1에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상기 도면

에는 세 대의 동기화된 레이더, 방공 자주포들, 미사일 발사기들, 발사체 색표시 전송기, 업링크 전송기, 전투관리센터

(Battle MAnagement Center (BMC)), 발사 장치 구성체들 사이의 통신 채널, BMC와 외부 C3 시스템 사이의 통신 채널

을 포함한다. 기본 시스템의 넷망(netting)은 도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구성은 지역 방어에 사용된다.

주목할 점은 본 발명이 도 1의 시스템 구성 또는 도 2의 기본 시스템 넷망(netting)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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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 3을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교전 사이클(engagement cycle)의 순서도(flow chart)가 나타나 있다.

다양한 단계들은 하기에 설명될 것이다.

처음인, 표적 조사 및 탐색 단계를 돌이켜보면, 네트워크 내의 각 레이더는 미리 결정된 방위각(azimuth) 및 고도 섹터

(elevation sector) 내의 위협요소에 대한 자동적인 조사 및 탐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합된 레이더 섹터들은 의

도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적용범위를 제공한다. 상기 레이더는 동시 조사 및 다수의 표적들에 대한 교전을 가능하게 하

는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안테나를 사용한다.

표적 및 차단기 추적 단계로 이동하면, 각 표적은 최소 적어도 레이더(레이더 세축(triad))들에 의해 추적된다. 각 레이더는

대략적인 방위각과 위협요소의 상위 측정치 및 매우 정확한 사정거리 측정치를 제공한다. 삼각측량 처리를 위해, 레이더들

이 원자 시계(atomic clocks)에 의해 동기화된다. 상기 삼각 축의 각 레이더는, 통신 채널들을 통해 전송받은 인접 레이더

의 사정거리 측정치를 사용하는 사정거리 삼각측량(range triangulation)을 수행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따라 삼각축의 각

레이더는 각자의 추적 파일(track files)을 생성한다. 네트워크 내의 각 레이더의 상기 대략적인 각도 측정은 표적에 대한

각 사정거리 측정을 지원하게 된다.

상기 레이더 시스템은 또한, 표적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표적들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중인

차단기들을 추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어픽쳐(Air Picture) 생성 단계로 이동하면, 네트워크 내의 모든 레이더의 추적 파일들은 통신 채널들을 통해

전투관리센터(Battle Management Center(BMC))로 전송된다. 외부 시스템으로부터온 유용한 표적 데이터들과 함께 이

러한 추적 파일들은 에어픽쳐(air picture)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에어픽쳐는 위협요소로 확인된 표적의 예상 궤도

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에어픽쳐는 관련된(relevant) 유도 컴퓨터에 의해 제공된 차단기의 궤도들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협요소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단계로 이동하면, 본 기능은 차단기들을 표적들에 할당하고 발사(fire)(발진

(launch)) 시간을 결정하는데 제공된다.

본 기능은 각 위협요소에 관련된 잠재 피해규모를 계산하여 구체적인 표적들의 차단에 대한 대응 차단기들을 결정한다. 상

기 표적들의 잠재 피해규모는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된다. 위협요소 우선순위 결정 데이터는 대응 차단기의 데이터 및 교전

하는 위협요소의 궤도들과 함께 발사(발진)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리소스 할당 단계로 이동하면, 상기 리소스 할당 처리는 BMC에서 처리되는데, 다음을 포함한다:

- 구체적인 차단에 대한 차단기 종류(발사체 또는 미사일)를 결정.

- 선택한 종류의 차단기들을 할당.

- 위협요소 및 차단기들을 추적하기 위한 레이더들을 할당.

- 차단기 통신에 사용할 명령 채널을 할당 (하나 이상의 업링크 송신기가 사용될 경우).

- 마스터(master) 유도 컴퓨터의 선택 (삼각축 상의 모든 레이더는 유도 컴퓨터를 장착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만이 특정

차단기 상의 유도 명령에 대한 소스(source)로 선택된다).

- 차단기에 색표시 데이터를 할당.

- 선택된 차단기들에 관련된 추진력 제어 컴퓨터(Fire Control Computers (FCC's))를 할당.

- 발사(발진) 시간 계산

발사(발진) 시간 계산은 다음의 데이터들에 기반한다:

- 대응 차단기들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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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하는 위협요소들의 궤도.

- 위협요소들의 우선순위 결정.

이러한 계산은 BMC 내에서 수행된다.

발사 및 색표시 단계로 이동하면, 발사(발진) 시간의 계산 후에, BMC는 발사(발진) 명령을 할당된 FCC로 전송한다. 상기

명령은 선택된 차단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사(발진)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미사일 차단기의 색표시는, 발진전(pre-launch) 통신 채널을 통하여 발진보다 앞서서 수행된다. 발사체 차단기에 관하여

는,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대포에 근접하게 위치한 전용 저전력 송신기(dedicated low power transmitter)를 사

용하여, 발사체가 발사된 뒤 곧바로 공중내에 색표시가 수행될 것이다. 색표지 처리과정에서 발사체는 식별 코드를 통신

채널을 통해 수신받는다. 이러한 코드는 발사체가 자신의 유도 명령들을 수신 및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색표시 방법

들도 가능하다.

교전하는 표적들 및 차단기 추적 단계로 이동하면, 교전하는 표적들 및 차단기들에 대한 추적이,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정거리 삼각측량에 의해 수행된다. 레이더의 재조사(revisit) 비율은 매우 가변적(variable)이며 최종과정 동안 증가한

다. 차단 위치 내의 교전하는 표적들 및 차단기들의 측정된 위치는 매우 작은 표준편차오류(deviation error)를 가지고 있

다.

유도 명령 계산 및 전송 단계로 이동하면, 유도 회로(guidance loop)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도 4에 제시되어 있다. 교전

하는 표적 및 그 차단기들에 관련된 레이더의 측정치들은 표적 상태 측정기(Target State Estimator (TSE)) 및 차단기 상

태 측정기(Interceptor State Estimator (ISE))에 사용되어 표적 상태 및 차단기 상태를 각각 측정한다. 상기 유도 규칙은

측정된 상태들을 이용하여 차단기에 대한 유도 명령을 계산한다. 모든 레이더 장치가 하나 이상의 삼각축(도 2 참조)에 관

련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레이더 내의 유도 컴퓨터는 다른 삼각축들 내의 다른 차단기들에 대한 명령의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유도 명령들은 업링크 통신 채널을 통해 차단기들로 전송된다. 이러한 명령들은, 조종 명령들을 만들고 조종 시스

템을 작동시키는 차단기 비행 제어 시스템(flight control system)내로 전달된다. 레이더 삼각축에 의해 결정된 차단기의

위치와 표적의 현재 위치들이 계속해서 측정된다.

표적 차단 단계로 이동하면, 최종과정 동안의 유도는 차단기를 표적에서 작은 편차의 거리(small miss distance)내로 이동

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측정치 오류상의 순서(order of the measurement error)가 될 것이다. 차단기의 근접전파 신

관은 표적 앞쪽 언저리(leading edge)를 확인한 뒤 탄두를 작동시킨다. 상기 차단기의 탄두는 표적의 종류가 알려졌다는

가정하에 표적의 탄두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공적인 차단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차단기가 표적을 향

해 발진된다.

파괴평가(Kill Assessment) 단계로 이동하면, 본 기능의 역할은 표적 파괴를 평가하여 필요시에는 표적에 재-교전(re-

engage)하도록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파괴 평가는, 차단기가 파괴가 성공하면 파편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물리

적 파괴(hard kill) 여부를 탐색하는 차단 후에, 표적과 차단기에 대한 레이더의 측정치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본 발명이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교전 사이클(engagement cycle) 또는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유도 회로

(guidance loop)에 의해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요 방공 시스템의 한 실시예에 대한 더 많은 세부설명들이 하기에 설명될 것이다: 레이더 시스템, 운동 발사체 및 차단기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레이더 시스템은, 성공적인 교전에 대한 가장 최신의 평가율(high update rate)을 바

탕으로, 광대한(wide) 방어지역 내로 진입하는 위협요소들에 대한 경고와 탐색을 수행하고 그 위협요소들 및 자체 차단기

들에 대한 정확한 추적을 수행한다.

다수의-위협요소(multi-threat) 추적이 필요할 때, 가능한 접근법은 전기적으로 스캔된 레이더 시스템에 정전기 수단을

제공하여, 필요한 높은 업데이트율(high update rate)로써 회전식 레이더의 스캔 시간에 제약없이 많은 표적들을 동시에

추적하는 것이다(Skolnik and Barton Radar book[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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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의 레이더는 사정거리에 따라 데카르트 위치(Cartesian position)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광대한 방어지

역에 걸쳐 탐색 및 필요한 정확한 추적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실용적인 거대한 레이더를 필요로 한다. 심지어 구현된다 하

더라도, 그런 레이더는 넓은 방어지역의 지형적인 제약 때문에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본 실시예를 따르는 제안된 해결방안은 두 레이더 레이어 네트워크(two radar layers network)를 포함하고 있다 (도 5 참

조):

1. 첫 번째 레이더 레이어(radar's layer)는 필요한 탐색 및 경고 사정거리에, 관련된 소형 ERP(effictive radiated power)

레이더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레이어(layer)는 다수의 침입하는 위협요소들에 대해 중간 정도의 추적 정확성을 제공한다.

2. 두 번째 레이더 레이어(radar's layer)는 첫 번째 레이더 "후방(behind)"에 위치한다. 두 레이어(layer)들 사이에 형성된

지역이 차단 구역(interception zone)이라고 정의된다. 두 레이어(layer)들의 통합된 작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단

구역 내의 정확한 추적을 제공한다.

첫 번째 레이어(layer)의 각 레이더는 앞서 정의된 방위각(azimuth) 및 고도 섹터(elevation sector) 내의 위협요소들에 대

한 자동 탐색을 제공한다. 탐색 후에는 상기 레이더들이 각 위협요소를 추적한다. 각 레이더는 종래의 방식으로 추적을 수

행하는데(Barton 참조), 예를 들면, 방위각(azimuth), 고도(elevation) 및 사정거리 측정치들(range measurements) 및

필터링(filtering) 등이 있다.

위협요소가 차단 구역으로 접근하면 두 번째 레이더 레이어(layer)가 작동을 시작한다.

두 번째 레이더 레이어(layer)가 각기 방식으로 배치(deployes)되면 각 관련된 위협요소는 최종 처리과정 동안 적어도 세

대의 레이더들에 의해 탐색 및 추적된다. 침입하는 위협요소에 대해 발진되는 상기 차단기는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적된

다.

구체화된 레이더의 레이어(layer)들은 단지 예시의 방법으로서만 제시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

로, 또 다른 실시예를 따르면, 첫 번째 레이어(layer)의 탐색 및 경고 기능은 두 번째 레이어(layer)에 할당될 수 있다(또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독립적인 시스템에 할당). 또한 또 다른 발명을 제한하지는 않는 예시들에 의하면, 두 레이어

(layer)들의 배치는, 예를 들면, 다른 사정거리와 고도에서 작동하는 다른 크기를 가진 레이더들과 같이, 사용되도록 변경

될 수 있다.

각 레이더는 추적하는 동안 위협요소의 방위각 및 상승 측정치에 대한 중간 정도의 정확성을 제공하지만, 매우 정확한 위

협요소 사정거리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삼각축 내에서 세 대의 관련 레이더들에 의해 측정된 상기 위협요소의 정확한

사정거리 측정치들은 사정거리 삼각측량에 의해 위협요소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GPS 수신기들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와 유사하지만, 시간이 알려져있고 사정거리가 레이더에 의해 측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삼각측량은 방사체(emitter)의 정확한 위치 검색을 위한 ESM 및 Comint 시스템들에 사용되는 잘 알려진 처리과정

(process)이다. GPS에서는, GPS 방사체의 위치가 알려진 GPS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 측정에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사정거리 삼각측량 처리과정은 한 단계 앞서게 되었는데, 비행 대상물들에는 수신기가 없고 측정치들은 지상에서

취합되기 때문이며, 상기 레이더는 전송, 수신 및 사정거리 도출에 사용된다.

사정거리 삼각측량 처리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두 대의 하위 지원 시스템들이 각 레이더에 추가된다: 매우 정확한 시

간 측정 장치(원자 시계와 같은) 및 삼각축 내의 인접한 레이더의 사정거리 정보를 수집하는 통신 시스템.

사정거리 삼각측량 처리과정이 사정거리 측량치들 만으로 정확한 위협요소 위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기 레이더는 정확

한 각도 측정은 하지않는 저렴한 소형 개구면 레이더(aperture radar)들이다.

추적하는 동안의 정확한 사정거리 측정은 (리니어 FM과 같은)광대역 전송 펄스 인코딩(wideband transmit pulse

encoding) 및 수신 동안의 펄스 압축 기술들에 의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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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거리 삼각측량 처리과정은 정확한 레이더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가격 및 사정거리에 대한 정확성에 있어서

큰 장점을 제공한다. 후자의 장점은, 사정거리 삼각측량 동안 사정거리의 기능 및 신호 대 잡음 비율(signal to noise ratio

(SNR))이 곧 사정거리 의존적(range dependant)인 것은 아니며, 상대적인 기하학적 배열 및 SNR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

에, 단일 레이더의 측정치에 있어서 교차 사정거리의 정확성이 저하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상기 레이더는 다음의 기능들의 동시적 수행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위협요소 탐색, 위협요소 추적, 교전하는 위협

요소의 최신 업데이트된 항로 및 자체 발사체들 및 미사일들의 높은 업데이트 비율. 이와 같은 기능들의 동시적 지지를 위

하여, 각 레이더는 위상배열 레이더(Phased array radar)와 같이 전기적으로 스캔된 레이더이며, 레이더의 할당된 방위각

(azimuth) 및 고도 섹터(elevation sector)내의 전기적 측정치들에 의해 레이더 광선의 빠른 방향수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네트워크 내의 각 레이더는 독립적인 레이더 표면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레이더 표면장치는 120

도에 이르기 까지의 섹터를 커버(cover)하고 있다. 각 레이더 표면장치의 수는 네트워크 내의 그 위치와 필요한 적용범위

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레이어내 각 레이더의 표면장치의 수는 세(3)대 내지 네(3)대이며, 반면 두 번

째 레이어내 각 레이더의 표면장치의 수는 단지 두(2)대이다. 이러한 설치(setup)는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360도의 적

용범위를 제공하고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180도의 적용범위를 제공한다. 상기 레이더들 사이의 적용범위 중첩은, 표면

장치의 숫자 및 필요한 적용범위에 따라서 설정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본 발명이 구체화된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다른 변형체들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미 알려진 비스테틱(bistatic) 효과의 장점을 본 시스템에 선택적으로 강화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 경우,

레이더는 매번 근접한 모든 다른 레이더들에 전송을 하고 그 회신들을 수신한다. 이것은 탐색 횟수 증가 및 비스테틱

(bistatic) RCS 증가를 바탕으로 탐색 확률을 크게 높여준다.

그런 경우, 상기 레이더는 수신시에 다수의 선(multibeam)들을 제공함으로써효과적인 비스테틱(bistatic) 작동을 가능하

게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레이더 시스템을 설명하였고, 다음은 본 발명에 따른 운동 발사체(Maneuvering Projectile)가

설명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거리 차단기는 표준 방공 자주포(anti-aircraft artillery gun)로부터 표적을 향해 발진되는 유도된 발사체이

다. 전형적으로, 그러한 대포는 전기 또는 유압(hydraulic) 모터를 장착하고 있어서, 방위각(azimuth) 및 고도 섹터

(elevation sector) 모두에 있어 그 포구를 조준할 수 있게 해준다. 전투관리센터(Battle Management Center(BMC))로부

터 수신한 데이터를 토대로, 지정된 시간에 따라 대포 포구는 알맞은 방향으로 조준되어 발사체를 발사하여, 의도한 사정

거리에서 차단을 하게된다.

발사 후에, 상기 레이더 시스템은 그 비행궤도를 따라 유도체를 추적하게 된다. 현재의 레이더 측정치들을 바탕으로, 유도

체 궤도에 대한 교청된 수치가 계산된다. 이러한 교정은 유도체를 표적으로부터 효과적인 탄두거리 내에 위치시켜 표적 탄

두가 파괴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교정은 모든 레이더 장비들에 제공되어 있는 컴퓨터(유도 컴퓨터(the Guidance

Computer))에 의해 수행되어 유도운동 명령들을 준비한다.

상기 유도체는 회전 안정화(spin stabilized) 되어있다. 그것은 FCC에 의해 계산된 예상 차단 지점을 향해 발진된다. 차단

기가 그 표적으로 근접해 갈수록, 추적 레이더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는 차단기 유도 명령에 사용되어 예상 오류 및 시스템

장애에 의한 거리 차이를 교정해준다. 발사체는 업링크 통신 채널을 통해 명령을 수신한다. 상기 발사체는 또한 회전 센서

로서도 작용하여, 발사체에 상기 운동 명령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참조를 제공해준다. 상기 명령들은 추진력 조종 메카니

즘(propulsive steering mechanism)에 의해 실행된다. 상기 발사체는 또한 분열 탄두(fragmentation warhead) 및 근접

전파 신관(proximity fuse)를 장착하고 있다. 발사체가 표적으로부터 짧은 거리에 도달하면, 상기 신관은 표적을 파괴시키

는 탄두를 폭발시킨다. 표적 종류에 대한 정보를 추정(assuming)한다면, 폭발 지연(delay)이 표적 탄두 파괴에 대한 높은

확률을 얻는데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발사체 전기 장비는 전력원(power source) 및 그 비행을 따르는 발사체의 다른 구성

요소들의 작용을 통제하는 컴퓨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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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발사체 설계법의 개략적인 설명에 대한 예시가 도 6에 나타나 있다. 또 다른 선택사항은 회전비를 탄저판(sabot)을

이용해 회전비를 줄이는 것과 공기역학적 핀(aerodynamic fin)으로 발사체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본 발명

이 도 6에 설명되어 있는 구체적이 설계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발사체 색표시(Projectile Coloring)으로 이동하면, 업링크 데이터열(data string)은 공중에 있는 발사체에 어드

레스 지정되어(addressed) 있는 유도 명령들의 연속(ser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사체는 독특한 식별 코드에 의해 식별

된다. 다른 방법들이 식별 코드를 발사체에 설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기의 설명은 발사체의 식별코드 설치의 예시들

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 선택 사항은, 대포 가까이에 위치한 제공된 저전력 송신기에 의해 발사체에 코드를 전송하는 것이다. 발사체는 포구를

빠져나간 후, 전력이 발전(built up)되면 즉시 코드를 수신한다. 색표시 코드를 수신한 후, 발사체 통신 알고리즘은 데이터

수신 모드로 전환되고, 인접한 발사체로 전송될 수 있는 다른 색표시 메시지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게된다.

대포가 장전되는 동안의 발진전(pre-launch) 색표시와 같은, 다른 선택들도 또한 제공될 수 있다.

발사체 색표시의 다양한 예시들을 설명되는것에 이어, 회전각 측정(Roll Angle Measurement)에 대한 설명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설명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신 채널은 발사체 표면에 내재되어, 발사체 주위에 위치한 몇몇의 안테나를 장

착하고 있다. 세 대의 안테나 분해의 한 예시가 도 7a에 나타나 있다. 상기 안테나는 동일한 수신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수

신된 신호의 크기는 발사체와 관련된 업링크 전송의 방향에 연관되어 있다. 안테나 한 쌍중 하나의 신호로부터의 이러한

방향을 결정짓는 단일의 알고리즘의 한 예시가 도 7b에 설명되어 있다. 두 안테나들 사이에 발생되는 차이의 상대적 크기

는 발사체의 최대 회전(full rotation)에 따라 조사된다. 동일한 크기는 전송기의 업링크 방향이 수신 안테나의 각도와 동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위치는, 도면에 나타난 것처럼, 신호 차이의 크기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에는

전송기 방향이 두 안테나의 가까운 쪽에 있는 경우와 먼 쪽에 있는 경우들 사이에서 180°가량의 방향의 모호함

(ambiguity)이 있다. 이러한 모호함은, 후자의 경우 발사체 몸통에 의해 가려져 훨씬 약해진 수신된 신호의 크기를 조사함

으로써 결정내려진다.

세 대의 안테나의 제안된 구성에서, 한 회전 사이클동안 발사체 회전 각도의 세 측정 수치들이 얻어진다. 이러한 측정치들

은 함께 처리되어, 송신기 방향에 상대적인 계산된 회전 각도의 정확도를 높혀준다. 또한, 이 방향으로에 대한 두 번의 연

속적인 통과들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여, 회전 주기가 또한 결정된다. 주목할 점은 본 발명은 도 6 및 도 7에 설명되어있는

구체화된 예시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추진력 조종 단계로 이동하면, 발사체 운동은 진행중인 추진력 조종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종 메카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방법은, 추력 파동(propulsive pulse)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추력은 투사기의 중심 옆의 주변위치에 있

는 소형 고체 로켓 모터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모터들은 투사체 대칭축에 수직의 추력을 만들어내어, 투사체를 측면

방향으로 밀게 된다.

추진력 조종 장치의 다른 구현은 가스 발생기에 의해 이루지는데, 측면 방향으로 분사 방출을 하는 측면 노즐(nozzle)을 가

지고 있다. 노즐을 통해 흐르는 상기 가스는 밸브에 의해 조절된다. 가스 발생기는 고압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냉각 가스를

사용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고온 가스는 밀폐된 연소실 내에서 타고 있는 고체 로켓 추진체에 의해 생성된다. 상기 조절

밸브는 고온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초과된 가스는 운동이 요구되지 않을 때는 압력 제한선을 넘지

않도록 비워져야 한다. 주목할 점은, 본 발명이, 예를 들면, 공기역학적 핀(aerodynamic fin)에 의한 공기역학적

(aerodynamic) 조종이 이용되는 것과 같은, 상기에 설명한 추진력 조종 시스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발사체의 유도로 이동하면, 표적 및 차단기의 상대적인 위치와 속도에 기반하여, 유도 명령들이 지상의 유도 컴퓨터들에

의해 계산된다. 전송기로부터 발사체까지의 조준선에 상대적인 운동의 방향은 계산되어 발사체로 전송된다.

발사체 컴퓨터는 추진력 메카니즘을 작동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추력 파동(thrust pulse)를 생성하는 것이다. 만일 상기 조

종 메카니즘이 소형 추력장치(thruster)에 기반한 것이라면, 상기 컴퓨터는 파동의 일련이 필요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게되

는 이용할 수 있는 추력장치의 작동 시간을 계산하게 된다. 만일 조종 메카니즘이 단일의 노즐을 장착한 가스 생성기에 기

반한 것이라면, 상기 알고리즘은 노즐 밸브의 개폐 시간을 계산하게 된다. 상기 두 경우에 있어서, 상기의 계산은 회전 및

회전 주기 계산수치들을 이용하여 조종 명령들과 시기(timing)들을 결정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본 발명이 상기 설명된 유도 메카니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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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발사체는 종래의 선대칭 분열 탄두(axisymmetric fragmentation warhead)를 구비하고 있는

데, 이것은 파괴 메카니즘(Kill Mechanism)의 한 예시이다. 상기 선대칭 분열 탄두가 표적에 근접해 폭발하게 되면, 수많

은 고속의 작은 파편들이 스프레이 형태와 같이 구형으로 방출된다. 그들중 일부는 표적에 충돌하여 충격을 가하게 된다.

표적의 탄두에 충돌하여 파괴하기 위하여는, 근접전파 신관(proximity fuse)이 최적의 탄두 폭발 순간을 확인해야 한다.

상기 신관은 전면 끝부분을 확인하고, 특정 시나리오에 의존적인 지연시간에(at a delay) 폭발 신호를 생성하게 된다. 상기

지연시간(delay)은 유도 컴퓨터 내의 차단과정 동안 계산되어 발사체에 유도명령과 함께 전송된다. 주목할 점은 본 발명이

상기 설명한 유도 메카니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 넓은 지역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는, 차단의 거리 및 고도가 발사체에 의해 얻은 차단의 거리 및 고도보다 훨씬 커야만

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통하여, 차단기 미사일은 상기의 임무에 필요한 수행력을 제공하게 된다. 상

기 미사일은 동일한 레이더 네트워크와 전투관리 시스템 내에서 완전하게 된다. 발사체와 유사하게, 상기 미사일은 탐색기

가 없어 지상으로부터 유도 명령들을 수신하게 된다. 미사일은 캐니스터(canister)로부터 수직으로 발진되어, 유도 알고리

즘에 의해 지시받은 궤도로 표적을 향해 접근한다. 장거리 차단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상기 미사일의 에너지를 보존하도록

궤도 설정이 이용된다. 상기 궤도 설정은 또한 상기 미사일의 파괴 메카니즘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종 기하학적

배열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미사일은 상기 미사일이 의도된 차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매

우 거대한 고체 로켓 모터를 장착하고 있다. 그 로켓은 캐니스터(canister)에 보관되어 또한 발진장치(launcher)로도 사용

되고 있다. 상기 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진되어 충분한 속력을 얻은 후에, 공기역학 회전을 수행하여, 미사일을 효과적이고

최종적인 고려사항(considerations)들에 의해 궤도로 접근시키게 된다. 상기 미사일은 BMC로부터 유도 명령을 수신하게

된다. 상기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기 미사일은 참조 좌표(reference coordinates)에 대한 자신의 상대적인 비행 형

태(attitude)를 측정해야 한다. 이것은 투사체 차단기에 제안되었던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또는 종래의 관성 측정 장치

(inertial measurement unit)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기 미사일은 표적으로부터 짧은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근접전파 신관(proximity fuse)은 표적을 식별하여 미사일 파편 탄두를 폭발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조종 시스템으로 이동하면, 상기 미사일 조종은 공기역학적이다(공기역학적 핀(aerodynamic fin)을 사용하여

공격 각도를 제어한다). 저비용을 위한 가능한 방법은 회전식 기체(rolling airframe) 구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

성은 조종이 단일의 공기역학적 핀(aerodynamic fin) 한 쌍에 의해 이루어지는 RAM[4]와 유사하다. 미사일 조종 핀들은

전기적 또는 공기식 작동장치들에 의해 제어된다.

궤도 설정을 이용하여, 차단기 미사일은, 예를 들면, 차단기와 표적의 속도 벡터들이 같은 것처럼, 같은 비행 패턴으로 차

단구역으로 유도된다. 초기 기하학적 배열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사항은 표적에 반대 방향에서 비행하거나(정면 차단기),

또는 같은 방향에서 비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차단기 및 표적의 속도에 의존하게 되며, 차단기 미사일

은 표적의 후방에서(후방추적(tail-chase) 차단) 또는 표적의 전방에서(전방추적(tail-on) 차단) 비행하도록 유도될 것이

다. 전방 접근은 미합중국 특허 제6,209,820호, 2001년 4월 3일에 출원된 기술을 기반을 하고 있는데, 비-운동 탄도 미사

일(non-maneuvering ballistic missile)과 같이 예측가능한 표적의 경우, 접근 속도가 더 작을 때 차단이 더욱 간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것은 차단기를 표적 궤도를 따라 유도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능할 경우, 차단기를 표

적의 앞쪽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주목할 점은 특별한 방식으로의 궤도 설정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는 점이

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파괴 메카니즘 및 궤도 설정에 대한 설계는, 파괴 메카니즘이 궤도 설정 고려사항들을 보완

할 수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도록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궤도

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체로 알려진 바와 같이 적절한 파괴 메카니즘이 사용된다.

근접전파 신관(proximity fuse)으로 이동하면, 표적으로 접근 시의 차단기 비행 방향에 대한 강제는 표적 탄두 파괴 확률

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표적의 종류는 사전에 알려져 있다. 만일 한 종류 이상의 표적이

경계지역에 출현했을 경우, 표적 식별은 회귀 레이더 신호의 평가 및 운동학적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표적

기체에 관한 상기 표적 탄두의 위치는 알려져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 있는 무선 레이더에 의한 정

확한 식별이라는 것은 보장될 수는 없다. 제안된 최종 기하학적 배열(end-game geometry)에서는, 표적의 전면 끝 또는

후면 끝이 종래의 전기-광학 근접전파 신관(electro-optic proximity fuse)에 의해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이러한 신관은

전면과 후면 모두에 있어서 표적의 끝을 탐색할 수 있는 전면(forward looking) 및 후면(backward looking) 대칭축 빔

(axi-symmetric beam)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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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메카니즘은 종래의 대칭축 분할 탄두인데, 수많은 강력한 파편들이 표적 표면을 관통하여 효과적으로 표적의 탄두를

파괴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 상기 미사일 탄두는 신관(fuse)으로부터 폭발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폭발하게 된다. 신

관에 의한 표적 끝부분 탐색과 탄두 폭발 사이의 시간 지연(time delay)은 미사일 컴퓨터에 의해 계산되는데, 그것은 BMC

에서 제공되는 표적 및 상대적인 운동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업링크 채널은 하나 또는 몇몇의 통신 송신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송신기의 숫자는 기하학적인 배열 구성들에 의하여 결정

되는데; 차단기가 그 전체적인 궤도를 따르는 송신기의 조준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발사체 차단기의 경

우에는 송신기가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므로, 송신기의 위치는 측면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통신 장비들은 유도 컴퓨터에 의해 유도 데이터가 계산되면 그 데이터를 차단기로 송신한다. 각 차단기에 대한 상기 데이

터는 그 색표시 식별법(coloring identification)보다 먼저 행해진다. 주목할 점은 본 발명은 상기에 설명한 미사일 차단기

및/또는 그 구성요소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전형적이지만 유일하지는 않은, 제안된 공중 방어 시스템의 한 예시가 기재될 것이다. 본 시스템의 주요 변수들

이 먼저 설명되고, 그리고 나서 전형적인 시나리오에서의 작동 순서가 설명될 것이다.

레이더 장비는 10 센티미터(Cm)의 사정거리 분해능과 6 도(°)의 각도 분해능을 지니고 있는 위상배열레이더(Phased

array radar)이다. 삼각축 장비들은 거의 정삼각형(equilateral triangle)을 형성하는 언덕 정상에 위치한다. 두 대의 레이

더들 사이의 거리는 약 20 킬로미터(Km)이다.

차단 지역은 레이더들이 형성하는 삼각형 상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사정거리 삼각측량의 요류가 최소화 되기 때

문이다. 차단 지역 내에서, 삼각측량의 오류는 0.3m'(1б)이다. 레이더 빔들은, 일반적인 안테나 판(antenna plane)의 방위

각 및 고도 모두에서 예상되는 ±60°섹터 내에서, 전기적으로 직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종 측정치들에 관한 레이더 안테

나들은 삼각형 중심을 마주보도록 위치하며, 지평면에 대해 30°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각축은 삼각

형 상의 전체 지역을 커버(cover)하게 된다. 추가적인 레이더의 표면들은 표적 탐색을 위한 첫 번째 레이어(layer)에 할당

된다. 또한, 각 레이더 장비는, 자체의 방향탐지 측정치들을 사용하여 삼각형 바깥쪽의 대상물을 측정할 수 있는데, 경고에

필요한 만큼의 보다 낮은 정확도의 탐색 가능성을 제공하여 시스템은 접근하는 위협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상기 레이더는 낮은 RCS 표적들을 탐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은 사정거리 30 킬로미터(Km) 반경의 대형 로켓들 및

사정거리 10 킬로미터(Km) 반경의 소형 로켓을 탐색할 수 있다. 상기 반경은 앞쪽 레이더로부터 측정된다.

단거리 차단기는 OTO-Melara 해군 대포 모델 62에서 발진되는 전략 76 밀리미터(mm) 발사체(maneuvering 76 mm

projectile)로, 육지를 기반한 공중 방어 임무에 적용된다. 대포의 발사율은 분당 회전수 120(120 rds/min)이어서, 자주로

켓의 연발사격 공격에 대항하는데 사용된다.

중량 6.5 킬로그램(Kg)의 발사체는 포구 속도(muzzle speed) 약 1000 m/s로 발사되며 효과적인 차단거리인 5 Km에 이

르게 된다. 탑재 조종 메카니즘은 표적과 충돌하기 전에, 비행의 마지막 두 번의 동안 10 m'의 편향을 교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차단기 미사일은 예를 들면, 라파엘스 바락 공중방어 미사일(Rafael's Barak air defence missile)의 사정거리 확장 버전

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증진된 대형 로켓 모터, 공기역학(aerodynamics)을 도입하고, 원래의

RF 근접전파 신관을 전기광학(electrooptic) 근접전파 신관으로 대체함으로써, 높은 고도의 차단 임무에 적합화되어 있다.

상기 미사일은 발사위치로부터 30 킬로미터(Km)에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탄도 표적들을 차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어느 정도만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나, 당 업계에서 정통한 사람들은 다양한 개조 및 변경들이 다음의 청구항들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없음.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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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적어도 세 대의 조사 및 추적 레이더, 관련된 처리 수단들, 그리고 통신 채널들의 동기화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시스템으

로서, 상기 레이더들이 적어도 하나의 표적을 탐색 및 추적을 하고; 적어도 하나의 탐색된 표적에 대응하여, 적어도 하나의

차단기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적을 향해 발진되며; 상기 레이더들이 적어도 하나의 표적 및 적어도 하나의 차단기를 측

정 및 추적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상기 표적 및 차단기의 사정거리들이 동기화된 네트워크 내의 상기 적어도 세 대의 레이

더들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되어, 동기화된 정확한 사정거리 측정값들로 전환되며; 상기 동기화된 측정치들이 사정거리 삼

각측량에 의해 통합되어, 각 레이더의 각도 측정의 정확성에 관계없이 표적과 차단기의 정확한 위치 측정치들을 제공하고;

상기 처리 수단들이 상기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오류들을 극복하고 차단기를 표적 가까이에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차단기

의 이동을 계산하며; 이동 명령들이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 차단기로 전송되고; 상기 차단기가 표적에 접근하면, 상기 차단

기가 표적의 탄두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파괴 메카니즘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의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정거리 삼각측량이 사정거리와 관련하여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 정확한 표적 및 차단

기의 위치 측정치를 제공하고, 상기 차단기가 탑재식 탐색기를 장착하지 않은 시스템.

청구항 3.

관성 회전 센서가 없이 명령 송신기로부터 이동 명령들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원주상의 통신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는 회전

식 차단기로서, 상기 차단기가 언급된 안테나를 사용하여 이동 명령들에 대한 분석의 참조사항을 제공하는 회전식 차단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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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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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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