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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측면에서 보는 미래형 대공방어시스템 구축 요소
1.

미국과 유럽의 진행중인 대공방어체제 구축 프로젝트.
 THAAD(Theatre High-Altitude Area Defence system : 극장식 고공 대공방어체계구축)
 MEADS(Medium Extended Air Defence System : 중간 과정 대공방어체계구축)
 Patriot PAC-3, PAC-3 Missile Segment Enhancement(MSE)
 HAA(High Altitude Airship : 크루즈미쓸 같은 저공비행 위협 감시체계)
 C-RAM(Counter-Rocket, Artillery and Mortar)
 AMD(Air and Missile Defence)
 차세대 전투기(Jet Fighter)
FA-22 Raptor, F-35 Joint Strike Fighter
 공격형 헬기(Attack Helicopter)
 무인 정찰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와 공격기
 조기 경보기 등

2.

초고속 무선 데이터 링크와 같은 초고속, 생존성이 강한 무선넷트워크 시스템.
 대용량(High Capacity), 고지향성(Precision Directivity) 무선 넷트워크
중동전에서 임무수행했던 UAV는 네바다의 미 공군기지에서 실시간으로 제어 운영되었다.
UAV와 공격형 헬기의 실시간대 데이터 링크
 Satellite Data Communications
지상, 공중의 정보수집원들로부터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지휘소로 중계하고 다시 전략,
전술 데이터를 지상, 공중으로 분배

3.

새로운 방공체계구축을 주도할 미래형 레이다와 적용될 기술분야
millimeter Wave Synthetic Aperture Radar
.중동의 모래폭풍 같은 기상조건에서도 모래먼지를 뚫고 공격형 헬기에서부터 전투기까지
자동 착륙장치(ALG : Automatic Landing Guidance System)에 활용
 더 작고, 빠른 물체를 탐색할 수 있는 감도 개선
 클러터 제거를 위한 디지털 제어기술
 악천후에서도 고해상도의 영상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광학장비와 조합(UAV)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핀포인트하도록 빔의 조사방향을 즉시 변환 가능토록 하는 디지털 빔
포밍기술
 고정형이 아닌 이동 가능한 이동성(Mobility and Transportability)
 원거리 운용성(Remote Operation)
 목표식별 기술
 군간, 국가간의 상호운영성(Inter Operability)
 실시간 다중 목표물 동시 트래킹(Tracking) 기술
 크기가 적고, 가볍고 전력소모가 적은 반도체기술의 직접적용

4.

재래식 레이다의 안테나 시스템은 위상배열형(Phased Array Type)으로 바꿔야 하나 ?
 궁극적으로는 위상배열형 레이다.(PAR : Phase Array Radar) 로 가지만 당분간은 가격대 성
능비 측면에서 재래식 레이다가 유리하다.

5.

센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은 ?
다중센서의 실시간대 자료를 기반으로 대륙간, 지상과 위성, 전장과 후방지휘소간의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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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작전임무의 변경, 무기체계의 변경, 등이 가능한 넷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다중센서의 동시운용은 정보자료의 처리기술
9 수집(Collection)
9 분배(Distribution)
9 처리(Process)
9 즉각 대응(Quick Respond), 등이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센서가 초고속, 정밀, 대량의 자료의 무선 넷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한다.
9 전장의 안(Inside Battle Field)과 밖(Outside Battle Field)
9 대륙간(Terrestrial)
9 위성(Satellite) 등
6.

향후 5-10년간 차세대 대공방어체계 구축의 핵심기술은 ?
차세대 전쟁은 신무기체계에 대한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고 반대로 미래의 새로운 전술에
새로운 대비가 필요하다. 이의 진전은 비용 대 성능의 효과분석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밀리메터파 집적회로(MMIC : MiliMeter wave Integrated Circuit)
 MMIC대체 기술
위상배열형 레이다의 핵심부품인 송수신 절환스위치(T/R :

Transmit/Receive)는 기계적

인 부품이 가격대 성능면에서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에 MMIC기술을 이용한 플립칩
을 이용하여 전자파결합을 시키는 새로운 기술(MLMS® : MultiLithic MicroSystems)이 개
발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려웠던 단일 집적회로에 모든 시스템을 다 넣을 수 있는 시

스템 온 칩(System On Chip)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들 신기술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더 가볍게”, “더 싸게”, “더 빠른 동작” 등이다.
7.

기술적인 뒷받침에 앞서는 요소는 정책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핵심기술 분야는,
 디지털 넷트워킹 기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넷트워킹 기술
전략, 전술, 전장 지휘체계 – C4I, TACCIMS,
한국형 THAAD, MEADS, ADS
 Phased Array Antenna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MMIC분야
 민군겸용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대인, 대공용 도플러 레이다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