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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인류에게 안락함

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대 전쟁 양상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

였다. 효과도(Effectiveness)가 큰 위협적인 무기로 인해 함정이 감당

해야 할 치명도 및 손상 정도가 과거의 전쟁 양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폭되었으며. 단 한 발의 피격으로 함정 임무를 수행할 수 없

을 정도의 손상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인해, 현대전에서는 더 이상 병력 및 무기체계의 수적인 우세

확보하였다고 해서 전장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Exocet 미사일 피격 등 위협적인 적 공격으로 인해 다수 함정의 전투

손상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러한 전장양상을 사전에

감시하여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국방비 절

감의 요구로 인해 함정의 운용 인력 및 보유척수를 감소하는 방안이

요구되어 적은 척수로도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자동화되었으며 기존의

함정 대비 임무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로 설계하고 있다.

국내의 함정 건조사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미국함정을

군원으로 대여하여 운용한 군원 의존기, 70년대 고속정을 국내 첫 건

조한 태동기, 80년대 중·소형 전투함을 건조한 성장기, 90년대 대형

전투함 국내 설계·건조한 정착기, 2000년대 전 소요함정을 국내 설계

한 도약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총 58종

751척의 함정을 국내에서 설계·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의 선체와 탑재무장 기술력

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여 함정의 국내 설계 및 건조는 가능하지만

함정에 소요되는 스텔스, 적외선 신호 등 생존성을 위한 전문기술은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국내 산·학·연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함정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레이더반사단면적(RCS),

적외선 신호(IR), 수중방사소음(URN), 자기신호(Magnetic), 방진·방음

(Vibration·Noise) 등의 피탐신호 감소, 수중폭발(Underwater Explosion),

충격(Shock)(내충격 포함) 성능향상을 통한 취약성 감소, 소화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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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의 손상통제를 통한 회복성 향상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

다.

함정의 생존성은 일반적으로 피격성(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회복성(Recoverability)으로 구성된 세 가지의 확률적 지표를 이용하

여 정량적으로 표현하며. 생존성이란 적의 위협적인 공격을 무시하고

함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적의 위협에 대하여 견

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국, 생존성이 높은 함정이란 전투시스템

및 전투원의 생존을 보장하고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생존성

제반 기반기술을 보유한 함정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함정 생존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함정 생존성 설계의 필요성과 생존성 관련 국내

기술 현황 및 발전방향, 생존성 향상을 위한 위험기반 접근법의 활용

방안,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반 함정생존성 향상 연구 등 다양한 노력

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함정 생존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

방법론을 위한 분석에 필요한 기본 개념 및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함정 생존성 강화방안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함정 생존성의 정의 및 개념을 정의 및 식별하는 것을 서두로 하여

생존성 기존의 생존성 연구방법과 달리 실제 현재 해군이 수행하고

있는 성분작전 별 생존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였다.

각 성분작전 별 적의 무기체계에 대해 생존성을 보유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미 해군의 생존성 강화방안 설계지침

검토을 통해 국내 함정 획득절차 상 생존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연구한 함정 생존성 방안은 적의 무기체

계를 중점으로 하여 우리 해군이 주로 보유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므로, 특정 함정에 대한 생존성 강화 방안

은 위 연구를 토대로 해당 함정이 수행하는 임무 또는 운용개념에 따

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은 함정 생존성 강화를 위한 국내 원천 기술이 미흡하고

함정 획득사업 절차 상 생존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미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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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강화된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 이

전의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후속함 양산 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

친 관련 기관들의 협조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주요어 : 생존성(Survivability), 피격성(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회복성(Recoverability), 파괴성(killability)

학 번 : 2012 - 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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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인류가 18세기 공업화, 산업화 이후 과학화, 정보화, 첨단화 시대

로 도래함에 따라 전장 환경 역시 이러한 현대의 고도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한층 더 복잡ㆍ다양화 되었다.

이로써, 단 시간에 적을 전멸시킬 수 있는 고가의 복합 무기체계

및 탑재장비들이 함정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단 한 발의 공

격으로 상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one shot-one kill 개념의 효과

도(Effectiveness)가 높은 위협무기가 등장함에 따라 피격 시 함정의

치명도(Lethality) 및 생존성(Survivability)은 기존의 설계 개념으로

는 보장될 수 없을 단계에 이르렀다.

첨단 무기체계 탑재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설계 방향에서 최근

함정 설계는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1945년부터 40여 년간 이어온 자본주의 국가의 맹주 미국과 사회주

의 국가의 맹주 소련이 세계를 분할하여 대립하던 냉전체제의 국제

질서가 종결됨에 따라 각 국은 국방비 절감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부흥하고자 최소한의 함정 및 승조원으로 임무수행을 극대

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함정 생존성은 함정 설

계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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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함정 생존성의 중요성 대두 

최근 발생한 전쟁양상을 통해서도 함정생존성은 그 중요성을 입증

하고 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의 최신예 방공 구

축함 HMS Sheffield은 아르헨티나 해군 전투기가 발사한 엑조세 미

사일 2발 중 1발이 선체 중앙부에 명중함에 따라 4천톤급 최신예

방공 구축함은 피격 4시간만에 임무수행능력을 상실하며 침몰하였

다. 대함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이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는 좋은 예이다.

걸프전 시에도 이라크의 엑조세 미사일에 의해 미해군의 프리깃함

인 Stark호가 격침을 당하여 사망 37명, 부상 21명, 배는 간신히 침

몰은 면했지만 피해액이 9천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단 한 발의 피

격으로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였다.

또한, 2000년도 예멘에 정박중이던 이지스 구축함 USS Cole이 테

러리스트들의 자폭보트 돌진으로 측면 흘수선이 파괴되어 바지선에

실려 귀환 후 1년 정도의 수리를 거쳐 재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치

명적 손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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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군의 Type-42 구축함

HMS Sheffield

(포클랜드 전쟁, 1982)

미 해군 호위함 USS Stark

(걸프전, 1987)

미 해군 Aegis급 구축함 USS Cole

(예멘, 2000)

표 2 위협적인 무기에 의한 함정 손상 사례 

국내에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 상 발생한 천안함 폭침은

함정 생존성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당시,

5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침몰한 천안함의 원인은 적이 발사한

어뢰로 입증되었다.

어뢰 폭발로 인한 충격파 및 버블효과로 인한 선체 용골의 국부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주갑판과 가스터빈실 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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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되었고, 좌현측이 위쪽으로,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이 크게 훼손 변형되었다.

표 3 비대칭 위협에 의하여 피격된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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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들써 전장 환경에서 단 한발(sing hit)만으로도 함정의

임무수행 능력 저하, 추진기관의 피격으로 인한 기동성 상실뿐만

아니라 침몰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함정 

생존성은 함정 설계 시 중량, 복원성, 내항성, 구조건전성 등 기존 

함정 건조 시 필수 고려 요소 등과 함께 중요 요구조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미 선진 해군에서는 함정 건조 절차 상 함정 생존성을 중요 고

려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생존성 평가를 위한 MOTISS, 

SURVIVE 등 상용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을 평가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함정 생존성 강화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함정 

생존성 설계기술 개발과 관련 국내기술 발전방향, 피격성 감소설계 

정립 연구, 취약성 평가 연구, 생존성 평가에 대한 함정 건조 절차 

상 적용 방안 등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함정 생존성의 필요성에 따라 생존성 정의 및 개념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생존성 구성요소인 피격성(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회복성(Recoverability)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였으며, 기존의 생존성 구성요소, 위협·임무지역 등을 고려하였던 

생존성 연구방법과 달리 함정 생존성 강화방안에 대해 해군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대함전, 대잠전, 대공전 등 현행 성분 작전 별 생존

성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조사ㆍ연구하여 실질적인 생존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美 해군의 생존성 요구수준을 검토하여 俄 해군의 함정건조

절차(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후속함 양산) 상 실질적인 생존

성 적용 방안을 연구함에 따라 향후 국내 함정 사업 시 함정 생존

성을 고려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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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함정 생존성의 정의 및 개념

함정 생존성이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인간이 만든 적대환경

(man made hostile environments)을 회피(avoid) 또는 견딜 수 있는

함정 및 승조원의 능력을 말한다.

생존성의 구성요소로는 피격성(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회복성(Recoverability)으로 구분되며, 이는 1985년 미국 Ball이 항

공기 생존성 평가를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서 현재 미국 해군의 함

정 생존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였다. Ball은 함정의 

생존능력을 크게 피격성(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회

복성(Recoverability)과 같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각 구성

요소 별 세부 항목을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함정 

생존성 구성요소에 대한 각 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격성 : 적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탐지센서, 위협무기 또는

이들의 효과에 노출되어 전장 환경에서 위협에 노출

될 확률(능동적 방어능력)

2. 취약성 : 적대적 위협무기의 피격 시 함정의 기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 취약성 감소는 위협무기에 대

한 손상 정도 감소로서 생존성 향상을 의미(수동적

방어능력)

3. 회복성 : 피격 후 위협무기의 직․간접 효과로 인해 발생한 손

상을 주어진 시간 내에 회복항 함정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가능토록 할 수 있는 복구 능력

함정 생존성의 개념 : 적의 위협, 즉 적대환경에 대하여 설계를 임

무를 달성하기 위해 견디거나 회피할 수 있는 능력

제 3 절 생존성 구성요소

피격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Radar Cross Section(레이더 반사면적)

2. Infra-Red signature(적외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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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oustics-Underwater Radiate Noise(수중방사소음)

4. Self Noise(자체소음) 및 Target Strength(표적강도)

5. Electric(전기신호), Magnetic(자기신호), Electromagnetic(전자기신호)

6. Visual Optical(시각신호), Pressure(압력신호)

레이더 

반사면적

자체소음 및 

표적강도

적외선 

신호
자기신호

수중방사

소음
전자기 신호

표 4 피격성 구성요소

취약성 구성 요소는 선체구조강화, 내충격 성능보강, 방탄,

수중폭발 시 압력파에 견딜 수 있는 폭발 격별의 설치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중량증가를 일으키는 요인이므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l 요구되는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구역

l 요구되는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구역 내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 중

이중화(Redendancy) 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손실을 방지

l 요구되는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승조원들이

거주하는 구역

l 연료류, 무장 등 민감한 반응성 물질을 포함한 구역

l 유독 물질 또는 위험 물질을 포함한 구역

l 필수장비 관련 시스템 배치 최적화

l 피격을 받는 부품 또는 장비들의 위치 겹침 및 시리즈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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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취약면적 최소화)

l 주요장비 분산 및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장비를 여

분으로 확보

☞ 하나의 부품 또는 장비가 손상 시 다른 하나의 장비로 연동하

여 생존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잉여(Redendancy) 특성을

이용하여 취약성이 감소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l 임무수행 상 중요성이 낮은 장비를 통한 중요장비 보호 즉, 구성

품 겹침(Overlap) 방식

☞ 피격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중요 부품 또는 장비의 위치를 상

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품 또는 장비와의 겹침을 통해 취

약면적을 감소시키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l 전자기 펄스 대응책 강화, 종합보호시스템(collective protection system)

내충격 굽힙응력

중앙단면설계 구조강도

표 5 취약성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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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성은 아래와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진다.

l 침수 및 화재에 대한 손상복구체계 구축

l 손상에 대비한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

l Common/Modular Distributed/Mission System 확보

l Casualty Repair Capability 향상방안 마련

표 6 회복성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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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생존성과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및 파괴수준

그림 1에 함정 생존성에 대한 확률적 요소와 각 구성요소

들과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함정 생존성에 대한 확률은

적의 피격을 받을 확률(PH), 피격 후 손상될 확률(PV), 그

리고 손상에 대한 복구율(PR)로 구성된다. 

여기에 생존 확률에 대한 파괴성(killability)를 적용하면

생존하지 못 할 확률 즉, 파괴률(PK) = 피격률 * 취약률* 

(1-회복률)로 계산된다. 결국 함정 생존률(PS) = 1- 파괴

률(PK)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 함정 생존성 확률적 요소와 각 구성요소들과의 관계

 

파괴성(killability)을 도입하여, 함정의 파괴수준을(kill level)은 

System Kill에서 Total Kill 까지 총 4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위 수준으로 갈수록 함정 생존성 상태는 극도로

저하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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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Total Kil
함정이 침몰하거나 화재(혹은 다른 현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체 함정을 잃게 되는 경우

Mobility Kill 함 운용 제한이나 조종성 상실이 발생되는 경우

Mission
Area Kill 함정 특정임무(ex) 각 성분작전) 성능을 상실한 경우

System Kill
특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개 또는 이상의 장비 

손실로 인해 본 시스템의 성능을 상실한 경우

표 7 함정의 파괴수준을(kill level)

한편, 그림 2는 함정 생존성 구성소요와 시간에 따른 임무수행능

력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적의 각 종 탐지센서 및 레이더, 위협

무기 등으로부터 피격 전인 함정은 최초 100%의 임무수행능력을 보

유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의 생존성 강화를 위한 수행 항목은 위협

의 조사, 분석 및 선정이다.

100%의 임무수행능력의 함정은 적의 피격 후에 파편, 폭발 압력

(수중/공중) 등으로 인해 임무수행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이 단계

에서의 생존성 강화 수행 항목은 간이 취약성 해석 및 피탄해석이

다. 피격으로 인한 2차 효과인 화재, 침수로 인해 더욱 더 저하되며

이 단계에서의 수행항목은 초기 생존성 요구조건 개발이다. 이 시점

에서 손상ㆍ복구 능력을 갖추지 못 한 함정은 임무수행능력을 상실

후 침몰하게 되며, 체계적인 손상ㆍ복구 능력을 구비한 함정은 임무

수행능력이 일정수준 회복하지만 처음 100%의 임무수행능력까지 복

구되기는 힘들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 생존성 요구조건 제시 및 통합생존성 향상대

책 수립하고 상세 취약성 및 회복성에 대한 통합해석이 필요하다.

피격되기 전까지의 상태로 대상 함정의 피격성 정도를, 피격 후 손

상ㆍ복구 능력을 적용하기 전까지의 손상 상태로 취약성 정도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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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복구 능력 적용 후 일정 수준의 임무수행능력 회복 단계까지

회복성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2 함정생존성 구성요소와 시간에 따른 임무수행능력

이론적으로 피격확률 ‘0’의 함정을 만드는 것이 피격성 감소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피격확률 ‘0’의 함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

므로, 피격 후 함정의 손상 정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취약성 감소

설계의 목적이 된다.

하지만 함정 생존성 구성요소인 피격성, 취약성, 회복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비용과 중량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해당 함정

의 임무, 중량, 임무지역 등을 고려하여 비용대 효과 분석 후 생존

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90년에 미 해군의 NAVSEA 내에

설치된 Ship Survivability Subgroup에 의해 함정 통합생존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통합 생존성 개념에서는 생존성 구

성요소인 피격성, 취약성, 회복성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기 보다 각

구성요소들을 생존성 향상이라는 전제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존성 향상을 위한 설계

요소들의 적절한 할당과 할당된 설계요소들은 최적화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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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생존성이 향상된 함정을 획득할 수 있는 기법이다. 따

라서 함정 생존성 향상 설계기술은 피격성 감소기술, 취약성 감소기

술, 회복성 향상 기술, 여기에 이 세가지 기술을 총체적으로 최적화

시킬 수 있는 통합화 기술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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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성분작전별 함정생존성 강화방안 연구 필요성

기존의 생존성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방법은 주로 생존성 구성요소

각 각에 대한 향상 방안제시하거나 위협·임무지역 등을 고려하여 연

구하였다. 대상 함정에 미치는 적 위협의 강도에 따라 과소한 위협

(Under-matched Threat)과 견딜만한 위협/과도한 위협(Equivalently-matched

/Over-matched Threat)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대상함정의 생

존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대적인 수치이다.

먼저, 과소한 위협(Under-matched Threat)은 지속적인 임무수행

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의 큰 손상을 유발시키지 않는 수준의 위협

으로, 피격 후 주어진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정을

설계·건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견딜만한 위협/과도한 위협(Equivalently-matched

/Over-matched Threat)은 함정의 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의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으로, 피격 후 주어진 임무를 지속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정을 설계·건조하여

야 한다.

함 위협에 의한 생존성 향상 방안 분석 시 미 해군 위협무기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미 해군 위협무기 선정절차의 1단계는 임무수

행 시 확실한 잠재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 위협무기들을 조

사/분석/선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범위를 설정하고 후보

위협 무기를 선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 대상 함정의

주 운용지역(Typical Area of Ship Operations) 임무수행 운용개념

(Concept of Mission Operations)을 한정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수

행 후에는 아래의 세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후보 위협무기를 선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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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용가능성(Availability) : 비축된 수량과 제조 또는 복제가능 업체 수

l 비 용(Cost) : 획득비용(기술적 진보, 생산 용이성, 수출 가능성)

l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 위협무기로서 가능성

1단계를 통해 후보 위협무기들이 선정이 되면 2단계로서 후보 위

협무기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최종 후보 위협무

기 선정인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전문가에 의한 선택 –

Expert Choice)를 거치게 된다.

이후 3단계에서 2단계에서 최종 위협무기 선정에 참여하였던 전문

가 중 특급 전문가를 선정하여 이들에 의해 최종 후보 위협무기 선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Special Expert Choice로서 최종 선정된 위협무기 중 함정의

운용개념 및 임무 고려 과소 또는 과도한 위협무기로 판단될 경우

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소요군이 요구하는 위협무기가 최종 대

상에 누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락 시 이를 포함하여 최종 위

협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림 3함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대함 위협무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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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미 해군 위협무기 선정절차를 확인해보았으며 본 연구에

서는 한반도 전장환경 고려 현재 해군에서 실제 수행 중인 현행 해

군 성분작전(대함/대공/대잠/기뢰전)에서의 함정 생존성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성분작전 별 위협이 될 수 있는

적 무기체계를 식별하고 식별된 적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

구하였다.

제 2 절 성분작전별 함정생존성 강화방안 조사․연구

제 1 항 대함전에서의 생존성 강화방안

대함전은 적과의 발발 확률이 가장 높고 최근까지도 서해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성분작전이다.

ü 정의 : 敵 수상세력 및 상선의 위협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를 파

괴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작전. 이는 해양통제권을 확보

또는 유지하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我 측

의 다양한 전력에 의하여 수행됨.

ü 예상 시나리오 : NLL 근해 또는 한반도 영해 선상에서 도발을

강행한 적 함정과의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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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탄

(Styx, Silkworm)
대잠로켓

포(130~14.5mm)
방사포

(다연장 로켓)

폭뢰 어뢰

레이더 소나

EA/ES 장애포

표 8 敵 보유 무기체계(대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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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대함전 시 예상되는 적이 보유한 무기체계를 정리하였다.

l 유도탄

적이 보유한 유도탄은 크게 레이더 유도 방식과 IR 유도 방식으로 나뉜다.

ü 레이더 유도방식

레이더는 전파에너지 펄스를 발사한 뒤 전파에너지 펄스가 목표물

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목표물의 거리, 방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탐지 및 추적 센서 시스템이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예 이지스함에 탑재되어있는 선체 4면에

고정되어 항상 360도를 회전하며 장거리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레이더 유도 방식에서의 대응 방안은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s) 전자기 대응책, 그리고 Chaff,

Decoy를 이용하여 희박(Dilution), 교란(Distraction), 유인(Seduction)

등의 방법으로 적 레이더의 목표물에 전자파/음향적 추적에 혼선을

주는 방법, 또한 함 운용술 상 발사되어 접근해오는 적 미사일에 대

하여 근접해있는 섬, 산 등 지형지물 및 구조물을 이용하여

Zig-Zag Plan을 실시하면서 은폐하는 방법으로 기동 상 회피하는

방안, 적으로부터 발사되어 자함 근방까지 접근한 미사일에 대해서

는 먼저 램(RAM)을 이용하여 격추하고 이를 통과 시에는

Goalkeeper, Phalanx 등 근접방어무기체계인 CIWS(Close In

Weapon System)를 이용하여 격추시키는 방안이 있다.

골키퍼는 탐색과 거리측정 레이더와 기관포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서 적의 Sea Skimming 대함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적외선 탐지장

치도 갖추고 있으며, 긴 사정거리를 이용하여 ‘하이 다이브 어택’을

가하는 대함미사일도 안전한 거리에서 격추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 해군이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틱스 대함미사일은

자이로를 이용한 오토 파일롯(관성항법과 다름)장치를 사용하므로

현재의 대함미사일과 같이 관성항법장치를 사용한 CIWS 회피기동

이나 우회기동은 하지 못 한다. 단순한 직진비행만이 가능하므로 요

격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또한 적 유도탄이 주사하는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 노출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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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전파흡수 도료를 이용하여 전자파에 대한 반사를 차단시키

는 방법이 있다. 이는 함정 표면에 전파흡수 재료들을 코팅하거나

구조물 자체를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재로 제작함으로써 전자

파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하는 방안이다.

전자파가 전파흡수도료에 접촉하게 되면 물질 안으로 투과된 뒤,

그 안에서만 계속 반사될 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즉 전자

파는 이 물질에 붙잡혀서 물질 내부에서 계속 반사되다가 결국 열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어버리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자파에 대한 외

부반사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이는 레이더 전자파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기술들과 달리 함정 설계단계가 아닌 이미 건조되어 기 운용

중인 함정에 대해서도 손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

파흡수도료를 이용할 때 도료는 두껍게 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

고 내구성이 높아야 한다.

적의 레이더 전파에 대한 또 다른 차단책으로 RCS 단면적 감소하

기 위하여 Stealth 형상의 선형을 개발하는 것 역시 최근 함정 선형

설계의 핵심이 되고 있다. 레이더 반사단면적(Radar Cross Section)

은 상대가 발사한 전자파 펄스에 대한 반사율의 척도로서 동일한

반사율을 가지는 구의 단면적의 크기로 표현된다.

- RCS(Radar Cross Section)

ㆍScattered Intensity와 Incident Intensity의 비를 의미하며, 개념

적으로는 표적인 Incident Intensity를 받아들이는 가상의 면적

그러므로 RCS를 줄이기 위해서는 함정의 형상을 최소의 반사율을

가지도록 하는 형상화(shaping) 기술이 요구된다. RCS는 전자파 펄

스가 함정의 형상, 구성품, 구조물로부터 반사되는 전자파들의 3차

원적 공간분포 즉, 레이더파, 입사각도, 주파수, 편파 특성 등의 함수

로 이루어 진다. 이를 위해 함정의 형상, 구성품, 구조물 등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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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CS 감소를 위한 차폐 적용 및 전파흡수제 적용 사례\

자리 각도를 조정하여, 적이 발사한 전자파를 탐지 가능성이 낮은

특정한 몇 개의 방향으로만 집중시키거나 각도를 변경하여 수직반

사되어 되돌아 가는 전자파를 최소화하는 분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RCS 감소설계로 차폐스크린, 전파흡수제 적용 등이 있으며 레이

더 흡수구조와 레이더 흡수재질의 두가지 접근의 방안이 있다.

그림 4  레이더 흡수 구조 및 레이더 흡수 재질 방법의 RCS 감소방안

최근 건조된 美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줌왈트함은 대표적인 이

지스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보다 배수량이 40%나 더 크지만 레이더

파를 반사하는 신호의 크기는 오히려 알레이버크급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즉 레이더에 잡히는 줌왈트의 형상은 소형 어선과 같은

크기다. RCS를 줄이기 위한 스텔스형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좋

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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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도탄에 대한 기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만기 운용 시에도

RCS가 클수록 기만기의 기만효과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래의 표는 각기 다른 RCS 상에서 기만체계 운용 시 RCS가 높을

수록 기만효과가 감소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RCS에 따른 기만기 효과 곡선 

이상에서 적의 레이더 유도방식의 유도탄에 대한 아 함정의 생존

성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적이 발

사하는 레이더 전파를 추적하여 공격하는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가 개발되어 실전에 배치되고 있다.

ü IR(Infra-Red) 유도방식

또 다른 유도방식인 IR(Infra-Red)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적외선

을 추적하여 유도되므로, 무엇보다도 방출열 차단하는 것이 대응방

안의 핵심이 된다.

적외선이란 파장이 0.7~100um 이내에 있는 전자파를 말하며 실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일부 주파수 영역의 적외선들은 공기

중의 미세입자나 수증기 또는 이산화탄소 분자들에 의하여 산란 및

흡수된다.

반면에, 파장이 1~2.5um 대역인 근 적외선과, 3~5um 대역의 중

적외선, 8~14um 대역의 원 적외선들은 우수한 대기 투과 특성을 가

지게 되어 무기체계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영역대의 적외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에 본격

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 제2차대전 때 부터 이다.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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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방식의 무기체계는 표적과 표적 근방의 적외선 복사파의 비교·

분석을 통해 표적의 위치를 파악한다.

따라서 적외선 유도 무기체계에 대하여 탐지 및 추적되지 않기 위

해서는 본 함의 적외선 신호들을 최대한 주변의 적외선 신호들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핵심은 함

정 내 발생되는 적외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표면온도를 낮추는 것이

다.

이는 적외선 복사량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인데 가스터

빈/디젤엔진, 발전기 등 함 내 주요 열 발생 장비에 대한 냉각 또는

물 분사를 통하여 발생 온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가스터빈/디젤엔진 등은 함 기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

요 장비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들의 흡·배기 계통 각도를 변경

함으로써 적으로부터 가스터빈/디젤엔진 등 중요 추진계통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안이 있다.

또한 배기가스의 온도 감소를 위하여 배기 파이프 표면에 대해 냉

각수 및 냉각 공기 등을 이용하는 동시에 배기가스를 찬 공기와 함

께 배출시켜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최근 함정에 적용하

고 있다.

함 내 발생되는 적외선량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함정 내에서 방출되는 열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재질을 통하여 방출

열의 외부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적외선 위장을 위한 프

탈론시아닌계 금속 합성하여 선체를 구성하거나 적외선 위장 가능

한 도료를 선체에 코팅함으로써 적외선 노출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적외선 감소를 위한 기술로서 별도의 중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으며 운용 중인 함정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다. 이를 통해 적외선량을 1/10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내부

적외선에 대한 외부 방출 및 태양광에 의한 적외선 반사 역시 억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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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적외선(IR) 저감 방안

현재에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 적외선 성질이 변화하는 재질에 대

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적외선 성질이 변

화하는 thermochromic, 전압의 변화에 의한 electrochromic, 빛의 변

화에 의한 photochromic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l 대잠로켓

다음으로는 적 대잠로켓에 의한 대응방안이다. 적이 보유한 대잠

로켓은 음향 유도 방식이다. 음향 신호에 대한 차단 기술은 함정 자

체에서 발생되는 각 종 소음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음향 정숙성 기

술과 적이 발사한 음파를 흡수 또는 굴절시키는 표적강도(Target

Strength) 감소 기술이 있다.

ü TS(Target Strength)

Active Sonar(능동소나)의 중요 파라미터 중 하나로서, 대상표적

에 대해 입사파가 되돌아 오는 반향의 정도를 나타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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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정숙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중방사소음

(URN/Underwater, Radiated Noise) 감소기술, Cavitation, 자체소음

(Self Noise) 감소 기술이 있다. 음향 정숙성을 위한 가장 주요한 접

근은 함정에 탑재되는 각 종 장비의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주요 소음 발생이 가스터빈/디젤엔진 등 추진계통 및 발전

기, 펌프류 등과 같은 가진원들에 의한 고체소음이 주를 이루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차음상자(enclosure) 및 복합

소재 및 고감쇄 합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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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판 Floating Floor

Deck plate 제진강판 추가 소음기 적용

방음상자 이중탄성마운트

표 9  함내소음 감소설계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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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계적인 각 종 진동이나 소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중 또

는 복합/다중 탄성마운트를 적용하거나 고무재질을 이용한 음향 차

폐, 마그네틱 베어링과 전자제어를 통한 능동적인 소음 감소 시스템

기술 등이 있다.

또한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적용하거나 추진축을 통해서 프로펠러

날개 끝에 공기를 공급하여 캐비테이션 감소시키는 등 저소음 추진

기술(Prairie)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함 내 자체 소음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소음원들을 단 한

번에 차단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함 외부 선체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미세한 공기방울을 막으로 감싸는 Masker 기술이 있다. 이는

음파에 대한 공기방울과 해수의 임피던스 차이가 커서 음파가 공기

방울 막에 접촉하게 되면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이 원리로 함 내에서 발생하는 각 종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과

정에서 선체를 덮고 있는 공기방울에 의해 선체표면까지 전달된 소

음은 공기방울에 의해 수중으로 방사되는 것이 억제되게 된다. 또한

함 기동시 함 표면과 해수가 접촉함으로써 발생되는 소음은 최적화

선형 설계 및 소음저감 코팅재료 적용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적이 보낸 음파에 대한 표적강도(Target Strength) 감소시키기 위

한 방안은 주로 코팅 재료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 선

체 각 부분마다 다른 기능의 코팅 재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코팅 재

료의 두께 제한으로 주로 고주파수에 대한 표적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코팅재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잠수함이 더욱 정숙화되면서 잠수함 탐지수단이 저주파수

대역을 가진 능동소나를 이용한 표적강도 탐지로 발전됨에 따라 이

에 대응하기 위해 표적강도 감소 기술은 수동적인 방법에 능동적인

방법을 결함하여 발전하고 있다. 현재에는 다양한 주파수의 음파를

차단할 수 있는 다층 코팅재료 및 능동 음향 코팅재료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외 적 함정에서 발사되어 아 함정에 근접하는 음향추적 대잠로

켓에 대하여 Decoy를 발사하여 기만하거나 함 운용술 상 Zig-Zag

Plan을 실시하여 회피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의 방안을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더욱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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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포

적이 보유하고 있는 함포는 14.5mm~130mm 까지 형성되어 있다.

적 함포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함포 발사 전 적 탐

지 센서에 대한 전자파 교란 등 전자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며

Chaff 및 Decoy를 이용하여 적 레이더를 기만하여 적의 포탄이 가

상의 표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텔스 형상 및 RCS를 줄이기 위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함포 발사 후에는 지형적 은폐 및 회피기동을 실시하여 함포에 대

한 피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함정 근거리 근접 시에는

CIWS(Close In Weapon System)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이용하여 격

추시키는 방안이 있다.

l 방사포

방사포는 다련장 로켓이라도도 불리며 미사일과 달리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기 힘든 재래식 무기이므로 최근 가장 위협적인 적 무

기로 분류되고 있다. 사전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힘든 무기이므로

발사 후 첨단 레이더를 이용하여 이를 탐지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발사 후 함정에 접근 시에는 회피 기동 및 지역적 은폐,

근접방어 시에는 CIWS(Close In Weapon System) 이용하여 격추시

키는 방안이 있다.

l 폭뢰

敵 수상함이 사전 아 잠수함의 활동을 미리 탐지 및 추적하여 아

잠수함이 활동하고 있는 위치 및 수심을 인지시에 공격가능하다. 잠

수함이 적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가능 큰 상황은 디젤·전지로 추

진되는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수면 가까이 떠올라 디젤엔진을 가동해야 하는데 이 ‘스

노클링’이라는 불리는 과정에서 잠수함은 적의 노출에 취약할 수 밖

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건조되는 잠수함은 공기불요시스템(AIP)라 불

리는 특수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잠수함에 비하여 오랜기간 동

안 스노클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중에서 작전함으로써 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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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폭뢰의 운용방법은 아 잠수함이 위치하고 있는 수상에서 수심을

세팅하여 그 지점에서 폭뢰를 투하하는 방법이다. 폭뢰의 하강시간

은 초당 2~3m 정도이므로 이 시간을 고려하여 투척을 위한 요령이

필요하며, 소형잠수정을 상대로 대략 30~40m의 유효파괴범위를 지

닌다. 폭뢰의 공격으로 실제 몇 척의 적 잠수정을 격침한 기록을 가

지고 있다.

대응방법으로 해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넓은 주파수 대역

의 음파를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특유의 은밀성 및 보유하고 있는

음탐기(Sonar)를 이용 적 수상함을 先 탐지∙先 공격하여 적 수상함

의 공격을 무력화하거나 적 수상함의 폭뢰 투하 인지 시 최단 시간

내 최고 속력으로 푹뢰의 폭발반경 외부로 구역 이탈하도록 해야

한다.

l 어뢰

적이 보유하고 있는 어뢰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수동 음향어

뢰는 추진기 또는 엔진 등 함정 내 주요 소음원에 의한 소음을 추

적하여 공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 함내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음향 정숙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중방사소음(URN/Underwate,

Radiated Noise) 감소기술, Cavitation, 자체소음(Self Noise) 등은

감소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은 위의 음향유도방식의 대잠

로켓에 대한 대응책에서 언급된 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함정 자체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 외에 기만기를 이용하여 수동 음

향 어뢰에 대응하고자 할 시 함정의 추진기 및 엔진 등에서 발생되

는 자체 소음보다 더 큰 소음을 일으키는 예인형 기계식 기만기를

이용하여 수동 음향 어뢰로 하여금 함정이 아닌 기만기로 유도되도

록 하여야 한다.

능동 음향 어뢰는 음파를 발사하여 공격 대상 함정의 선체로 부터

부딪쳐 되돌아오는 반향음 추적하여 공격 대상 함정의 방향 및 거

리를 파악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함정 자체의 방안은 함정 선체

에 음파가 부딪쳐 반향음을 일으킬 시 반사되는 반향음에 굴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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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코팅재료를 선체표면에 적용하여야 한다.

함정 자체의 코팅재료 적용 이외 기만기를 이용하여 능동 음향 어

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유식 기만기를 이용하여 능동 음

향 어뢰에 대응할 수 있다.

다중 유도 어뢰는 능동 및 수동 음향어뢰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

발된 어뢰로서 공격 대상 함정에 대하여 능동 및 수동으로 최종 유

도가 가능하며 부유식 기만기의 정지 상태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므

로 기만기에 의한 공격 오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중 유도

어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동이 가능하며 음파에 대하여

기만이 가능한 자항식 기만기로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음향유도 방식의 어뢰에 대해서는 예인형 선배열 소나

(TASS) 가 음향 추적방식으로 어뢰를 탐지하여 이에 대한 정보사

항을 어뢰음향 대응체계(TACM)에 전달하여 기만탄을 발사하는 자

동화체계가 최신 함정에 적용 중에 있다. TACM은 적 어뢰를 조기

에 탐지 및 경보하고, 고 출력의 음향 방해 신호를 수중에 방사하여

어뢰를 교란 및 기만하고자 자함을 보호하는 음향 대항 장비이다.

기본 구성은 예인 소나 체계, 소나 연동콘솔, 발사통제기 및 좌/우

발사대, 기만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응 가능한 어뢰의 종류는 현존하는 직주 어뢰, 음향유도 어뢰

모두이며, 저소음의 어뢰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자동경보하기 위한

어뢰탐지 경보처리기술과 어뢰 공격방위별로 자함을 방어하기 위한

대항전술 개발 기술, 어뢰의 능동 및 수동 호밍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고출력 기만신호 처리기술 등이 적용되었다.

항적 추적 어뢰는 최신 개발된 어뢰로서 음파가 아닌 함정이 항해

중 발생하는 미세 기포를 고주파로 탐지 및 추적하여 대상 함정을

공격하는 어뢰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적 추적 어뢰 기만 장

치가 개발되고 있다. 항적 추적 어뢰 기만 장치의 원리는 수상함 또

는 잠수함이 기동 시 발생하는 항적을 그대로 모사하면서 소정의

가스로 이루어진 기포를 발생시켜 항적 추적 어뢰를 유도하여 항적

추적 어뢰로 하여금 오인 공격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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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레이더

적과의 대함전 시 고려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레이더를 들 수 있

다. 레이더(RAdio Detection And Ranging)는 대표적인 탐지 시스템

으로 표적에 전자파를 발사한 후 그 표적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전자

파를 탐지하여 표적 정보를 획득하는 장비이다.

레이더로부터 전시되는 영상은 육안으로 확인한 시각적인 영상이

아닌 전자파에 의해 형성된 형상이다. 표적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전자파의 방향으로 본 함과의 방위, 그리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전

자파의 소요시간으로 거리를 알 수 있는 2차원 레이더와 여기에 전

파를 상·하로 송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설계하여 고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3차원 레이더가 있다.

레이더로부터 탐지 및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스텔스

(Stealth) 함형을 통하여 RCS를 줄이는 방안, 전파 흡수 도료를 적

용하여 반사되는 전자파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 Chaff 및 ECM

(Electronic Counter Measures)을 통한 레이더가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혼란을 발생시켜 정확한 정보 획득을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

피탐지 확률을 감소시켜 적에게 조기탐지의 기회를 박탈할 경우

그만큼 작전적인 여유와 생존성이 향상된다. 스텔스 성능은 탐지 이

전뿐만 아니라 탐지 이후에도 그 효과를 유지한다. 적 공격에 맞서

전자전용 재머나 디코이 등 소프트 킬 체계를 사용한 수동방어를

실시할 경우, 작은 노출 신호는 그만큼 수동방어의 효용을 극대화시

킨다.

함교나 배기구 등 중요성이 높으며 전파나 열에너지 복사율이

높은 구획에 스텔스 설계가 적용될 경우, 피격 위기에서도 적의

공격집중도가 분산되어 함 핵심부의 피격으로 인한 전투력 상실을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다. 또한, 스텔스 설계는 개발과 설계에

요구되는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생산과 유지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아,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편이다.

l 소나

소나(SOund NAvigation Ranging)는 수중으로 방사되는 음파를

탐지하는 대표적인 장비이다. 표적으로부터 방사되는 각 종 음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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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탐지하여 표적의 방위 및 거리를 측정하며 표적의 위치를 파

악한다. 또한 기뢰 부설 구역에서 기뢰 위치를 탐지위해서 운용하기

도 한다.

소나의 음파에 대한 탐지 및 추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URN(Underwater, Radiated Noise), Cavitation, 자체소음(Self

Noise) 등 함정 내에서 발생하는 음향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안과 반

사되는 음파에 혼란 및 산란을 일으켜 표적강도(Target Strength)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다. 기만체계로는 Decoy를 이용하여 소나의

음파 추적을 기만할 수 있다.

l EA/ES

다음으로 적의 전자 공격/전자전 지원(Electronic Attack, ectronic

Warfare Support)에 대응하기 위한 아 함정 보유 대표적인 전자전

시스템은 소나타이다.

소나타는 다수의 채널을 통해 수신한 다양한 신호를 고속 디지털

처리를 하여 산출한 디지털 신호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하여 다수 신호의 이산적인 전자적 특성을 파악하고 동일 위상

신호의 수신 시차를 이용하여 정밀한 위치 탐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위협 신호원이 개별적으로 주파수 호핑등을 시

도함으로써 복잡해지는 전자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세부적인 방

안으로서, 함정 내 각 종 시스템에 대하여 절연(Insulation)을 실시하

고 전자 장비에 대하여 Cable Shielding 등 실시하는 등 전자파 노

출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최근 신종 무기로 개발되어 새롭게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는

EMP탄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EMP

(ElectroMagnetic Pulse)는 전자기 펄스의 약칭으로서 핵무기로부터

발생하는 일 종의 파동인데, 이 파동은 전자기기에 과전류를 일으켜

영구적인 파손을 일으킨다.

전자기 펄스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전자기 펄스의 성질을 이용하여 개발된 무기를

EMP탄이다. 전자기 펄스는 핵 폭발 시 동시에 방출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를 비핵무기로써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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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전면전의 위험이 감소하면서 세계 각국은 국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살상무기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발 중인

비살상무기체계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EMP로 대

표되는 전자기파 무기다. 전자기 펄스는 전자회로를 손상시켜 컴퓨

터, TV, 휴대전화, 자동차, 시계 등 전자, 전기로 구동되는 모든 전

자제품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EMP 방호를 위해 전자파 에너지로부터 전자구성품, 선로,

배선을 보호하고 또는 구성품, 선로, 배선으로부터 전자파 에너지의

방사를 감소시키기 위한 차폐, 여파, 접지 등의 방호기술은 기 개발

되어 있다. 군 내 EMP 방호설계 기준도 이미 정립되어 일부 군 주

요 지휘통신시설은 완공되었거나 신축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함

정에 대한 EMP 방호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EMP의

위협에 대비한 함정별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l 장애포

장애포는 我 함정에서 발사되는 포탄에 대하여 교란이 가능한 수

동적 무기체계로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생략한다.

敵 보유 무기체계(대잠전)

제 2 항 대잠전에서의 생존성 강화방안

대잠전이란 적 잠수함의 효과적인 운용을 거부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전이다. 수중에서 전달되는 재래식 탄두 (Underwater-delivered,

Conventional Warhead)는 국부 충격(shock-local)을 일으키며 선체

거더의 보 거동(beam-like behavior) 즉, 휘핑(whipping), 파공, 파

편, 화재, 연기, 침수 등을 유발하며, 핵 탄 두 (Underwater-delivered,

Nuclear Warhead)는 전선 충격(shock-whole ship) 즉, 국부적인 충

격을 가하는 재래식 충격과는 달리 함정 전체에 대하여 심각한 충

격을 유발한다.

대잠전 시 대응할 수 있는 아 함정의 대표적인 무기는 어뢰이다.

어뢰는 함정에서 수직 발사된 후 원거리에 있는 적 잠수함 인근까

지 날아가 물속으로 입수하여 목표물을 추적하여 공격하는 대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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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기이다. 기존의 어뢰가 수중에서 발사되어 적에게 발각될 가능

성이 높은 것과 달리 최근 어뢰는 공중에서 발사되어 적 잠수함을

공격하기 때문에 적 잠수함에 대하여 탐지될 가능성을 낮추었다.

대잠전 시 적과 대치하는 예상시나리오는 NLL 근해 또는 한반도

영해 내에서 도발을 강행한 적 잠수함과의 대치하는 상황으로 가정

한다.

l 수중환경

대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중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

저 수중에서 음파전달은 매질인 해수의 온도, 해역의 수심, 해저상

태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특히나 해수는 물인 만큼 더워지면 상

승하고, 차가워지면 하강하는 특성이 있어, 해수를 따라 전파되는

음파 역시 수직방향으로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밑으로 하강하게

된다.

하지만 해수는 마냥 가라앉는 것이 아니여서, 해류와 염분 농도에

영향을 받아 해저에서 다시 수면 쪽으로 상승하게 된다. 당연히 음

파 역시 해수를 따라 해저를 향해 하강하다가, 다시 수면 쪽으로 반

사되면서 먼 거리까지 전파되게 된다.

이렇게 해수의 상태에 따라 음파가 전달되는 통로가 생기는데 이

를 음수렴 구역이라고 부른다. 이와 반대로 음파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 하는 구역을 음영구역이라고 한다.

겨울철에는 해수온도가 낮고 비교적 일정하므로 전파가 멀리 전달

될 수 있는 음파채널이 잘 형성된다. 하지만 여름철이 되면 강렬한

태양열로 인해 해수가 가열되고, 가열된 해수는 냉각됨과 동시에 해

저를 향해 가라앉는 복잡한 대류활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수가 가라앉는 것을 음파의 하향굴절이라 표현하며, 덕

분에 해수며 부근에는 일종의 장벽이 생겨 음파의 전달이 차단된다.

하지만 반대로 가라앉는 해수로 인해 해저 면을 향해서는 음파통로

즉, 앞서 언급한 음수렴구역이 생긱 되므로 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저면 반사파를 이용하는 것으로, 수

상함의 HMS(선체 고정소나)의 액티브 핑 주파수를 5kHz 대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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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낮추고, 수직송신 빔 각도를 조절하여 해저면을 향하여 액티브

팅을 발사한다.

이때, 5kHz 대역이하의 액티브 핑은 음수렴구역을 따라 직진하다

가 해저면까지 도달한 이후, 반사되어 다시 동일한 경로로 발사점

부근에 귀환한다.

대잠전 시 적이 보유한 무기체계는 어뢰, 레이더, 소나, EA/ES 장비

로서 적 잠수함이 보유하는 무기체계는 함정에 비해 상당히 그 종

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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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 레이더

소나 EA/ES

표 10 敵 보유 무기체계(대잠전)

l 어뢰

적이 보유한 어뢰의 각 형태(수동 음향 어뢰, 능동 음향 어뢰, 다

중 유도 어뢰, 항적 추적 어뢰)에 대한 대응방안은 위에서 살펴보았

으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어뢰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어뢰는어형수뢰(魚形水雷)의 약칭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폭발성 발사체 무기다. 어뢰는 직경ㆍ무게ㆍ파괴력 등에 따라 중(重)어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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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輕)어뢰로 분류한다. 중어뢰(Heavy Torpedo)는 1,000~2,000kg의

중량을 가지며 잠수함에서 적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을 공격하는 어

뢰이다.

경어뢰(Light Torpedo)는 200~400kg 중량을 가지며, 주로 수상함

이나 대잠 항공기에서 잠수함을 공격하는 어뢰이다. 유도방식에 의

한 분류로서 직주어뢰(Straight Running Torpedo)와 선유도 어뢰

(Wire Guided Torpedo)가 있다.

직주어뢰(Straight Running Torpedo)는 사전에 입력된 자료에 의

해 발사되어 표적의 침로와 속도를 고려하여 앞지름 각을 주고 발

사하는 Fire and Forget 방식의 어뢰이다.

선유도 어뢰(Wire Guided Torpedo)는 잠수함과 어뢰가 선으로 연결

되어 표적에 명중될 때까지 유도하는 어뢰이다.

추적방식에 의한 분류로서 항적 추적어뢰(Wake Homing

Torpedo)와 음향추적 어뢰(Acoustic Homing Torpedo)로 분류되며

항적 추적어뢰는 표적이 항해한 항적으로 추적하는 어뢰이다.

음향추적 어뢰(Acoustic Homing Torpedo)는 음향으로 표적을 추

적하는 어뢰로 표적의 소음을 따라가는 수동형, 어뢰에서 음파를

발사하여 추적 탐지하는 능동형, 그리고 능동/수동 혼합형이 있다.

어뢰의 신관(Fuze)에는 표적에 직접 부딪쳐 폭발하는 충격신관

(Contact Fuze)과 표적의 흘수보다 아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근접신관(Proximate Fuze)이 있으며 근접신관을 장착한 어뢰

에 피격되었을 때 선저 아래에서 어뢰가 폭발할 시 버블제트 효과

가 발생한다.

l 레이더

잠수함은 수중 항해 시에는 레이더의 전자파가 멀리 전달되지 않

으므로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중에서는 전자파에 비해 전달

능력이 우수한 음파를 이용한 Sonar를 이용하여 잠수함의 시각적

기능을 수행한다. 레이더는 잠수함 함교나 잠망경 등에 설치되어 있

다.

이런 레이더는 잠수함이 수상항해를 하거나 잠망경수심으로 항해

를 할 때.. 자신을 노리는 수상함 또는 항공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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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밖에 사용되지 않는 수동적인 수단으로 운용된다. 또한, 수

중에서의 임무수행능력을 극대화시킨 현대 최신 잠수함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상으로 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레이더를 운용

하는 경우는 극도로 적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사유로 레이더에 대

한 별도의 대응방안은 생략한다.

l 소나

소나(SOund NAvigation Ranging)는 수중으로 방사되는 음파를

탐지하는 대표적인 장비로서 잠수함에서 중요한 탐지체계로 운용되

고 있다.

물속에서는 전자파가 전달되지 못하므로 음향 탐지가 유일한 수단

이며 표적으로부터 방사되는 각 종 음향 소음을 탐지하여 표적의

방위 및 거리를 측정하며 표적의 위치를 파악한다. 또한 기뢰 부설

구역에서 기뢰 위치를 탐지위해서 운용하기도 한다.

소나는 음파 사용방법에 따라 수동 소나(Passive Sonar)와 능동소

나(Active)로 구분하고 장착위치에 따라 선체 부착 소나(Hull

Mounted Sonar)로 구분한다. 수동소나(Passive Sonar)는 잠수함의

핵심적인 탐지 장비로서 잠수함이 자체 소음을 감소하면서 핵심 해

역이나 임무 구역에 저속으로 조용히 항해하면서 수중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음파를 수집하는 소나이다.

이 수동 소나로 수집된 음파의 주파수 대역 분석을 통해 탐지된

선박이 군함인지, 상선인지, 어선인지, 추진축이 몇 개인지 스크류

날개가 몇 개인지, 침로와 속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능동소나(Active Sonar)는 잠수함에서 음파를 발사하여 표적에 부

딪친 후 되돌아오는 반사 음파를 통하여 표적의 방위와 거리를 식

별해내는 소나이다. 그러나 잠수함이 음파를 송신하면 자신의 위치

가 바로 노출되므로 능동소나는 주로 안전해역에서 수중 장애물 확

인이나 또는 항해 시 그리고, 어뢰공격을 하기 직전 정확한 거리를

알기 위해 순간적으로 송신하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선체 부착 소나는 함수에 달려있는 소나의 음향 수신적인 취약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 잠수함 좌ㆍ우측 선체방향으로 2개의 긴 수동

어레이 설치하는 소나로서 저주파대의 음향을 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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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방수소나(Intercept Sonar), 측거소나(Passive Ranging

Sonar), 예인소나(Towed Array Sonar) 등이 있다.

방수소나(Intercept Sonar)는 대잠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이 잠수함

을 탐색하기 위하여 발신하는 소나의 음파를 차단 및 분석함으로써

소나의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소나를 탑재한 함정을 알아낼 수 있다.

측거소나(Passive Ranging Sonar)는 잠수함의 현측에 3개의 수동

어레이가 배열되어 표적으로부터 수신되는 음향의 시간차에 의해서

표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소나이다.

예인소나(Towed Array Sonar)는 수상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음파

탐지장비로서, 잠수함의 자체 소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Passive Array를 예인하는 저주파대의 소나이다.

잠수함은 자체가 조용하게 건조되었으므로 추진 소음이 작아 탐지

가 어렵다. 그러나 각종 펌프나 기계에서 나는 저주파 소음은 원거

리까지 전달이 되므로 측면 배열 소나(FAS)나 예인소나(TAS)는 조

용한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가장 유용한 소나 체계이다.

예인소나는 케이블을 포함하여 최소 수백 미터가 넘기 때문에 소

형 잠수함에서는 부착식(Clip on System)으로 출항시 보조정이 잠

수함에 걸어 주지만 대형 잠수함에서는 함내로 감아들이는 방식

(Wind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숙성이 우수한 잠수함 소나의 음파에 대한 탐지 및

추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상함에서는 함 내로부터 발생

되는 모든 소음원들을 제거하고 정숙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수상함과 같이 수중방사소음인 URN

(Underwater, Radiated Noise), Cavitation, 자체소음(Self Noise)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음향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안과 반사되는 음

파에 혼란 및 산란을 일으켜 표적강도(Target Strength)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다. 기만체계로는 Decoy를 이용하여 소나의 음파 추적을

기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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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잠수함 탑재 소나의 종류

l EA/ES

적 잠수함은 적군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자기파를 이용

해 공격하거나 적의 전자장비를 방해하는 등 전자전(Electronic

Warfare, EW)은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통신방해, 레이더 교란, 고

출력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레이저를 비롯한 지향성 에너지

공격 등 전자공격(Electronic Attack; EA)와 자신의 전자기 스펙트

럼 차단하고 상대의 전자기 스펙트럼 에너지를 수집, 도청, 분석하

여 위협을 인식하고 전자전 활동(위협회피, 추적 등)을 지원하는 전

자지원(Electronic Support; ES)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전자전 장비에 대한 절연을 실시하고

전자장비 케이블에 쉴딩을 실시하여 외부 전자기로 부터의 보호를

실시하는 방책이 있다.

제 3 항 대공전에서의 생존성 강화방안

대공전은 현대전에서 개전 초 대함전과 대잠전에 비해 발발 확률

이 적은 성분 작전으로서 공중으로부터의 적의 공격에 대항하여 벌

이는 성분작전이다. 대공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 함정에 탑재되는

대표적인 부기는 미스트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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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랄은 단거리 대공미사일로서 적 공군세력에 대한 해상공습

에 대항하기 위해 간이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중에서 발사되는 재래식 탄두(Air-delivered, Conventional

Warhead)는 함정 내·외부에 강한 공중폭발 압력(blast

overpressure)을 일으키며 이러한 공중폭발에 의해 국부 충격

(air-blast induced shock-local), 파공(holing), 파편(fragmentation),

화재(fire), 연기(smoke), 침수(flooding) 등을 유발한다.

공중에서 발사되는 핵탄두(Air-delivered, Nuclear Warhead)는

함정 외부에 강한 공중폭발 압력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공중폭발에

의해 선체 길이방향으로 전선 충격(air-blast induced shock-whole

ship), 열방사(thermal radiation), 전자기펄스(electromagnetic pulse,

EMP), 전자에 대한 일시적 방사효과(transient radiation effects on

electronics, TREE) 등을 유발한다. 또한, 공중에서 발사되는 화생방

탄두(Air-delivered, CBR Warhead)는 화생방(chemical, biological,

radiational, CBR) 오염을 초래한다.

대공전 발발 예상 시나리오는 한반도 방공식별구역(KADIZ) 상공

에서 도발을 강행한 적 항공기과의 대치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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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탄

(AS-7a,b/Styx)
폭탄

AS 계열

스틱스

로켓 기타

채프/섬광살포기

레이더경보수신기

표 11 敵  보유 무기체계(대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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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항공기가 보유한 유도탄은 AS계열(Air to Surface) 및 수상함

에 탑재되는 스틱스 미사일을 항공기에 탑재가능토록 개량한 항공

기형 스틱스 유도탄이 있다. 레이더 유도 방식의 유도탄으로 대응방

안은 수상함에 탑재되는 레이더 유도 방식의 유도탄과 같으므로 생

략한다.

l 폭탄

함정에서의 폭뢰와 유사한 운용방식으로서,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

가 해상에서 활동 중인 함정의 활동을 탐지 및 추적하여 전투기의

신속성을 이용 폭탄을 투하하고 작전구역을 이탈할 것이다. 즉, 전

투기는 사전에 공격 대상 함정을 미리 식별 및 탐지/추적하고 있어

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함정에 탑재하고 있는 대공레이더 등

제반 탐지체계를 통하여 공격 징후를 적 전투기 보다 먼저 탐지하

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적

전투기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여 자함으로 접근 시에

는 1차적으로 RAM 미사일을 이용하여 격추시킨다.

RAM(Rolling Airframe Missile)은 적 대함미사일의 레이더가 발

생하는 전파를 미사일 측면에 탑재된 2개의 전파탐지 센서로 수신

해 자동적으로 대함미사일로 연동하는 방식이다. 적 대함 미사일 또

는 전투기가 2~3km 내 접근 시 적 미사일 또는 전투기의 로켓모터

나 공기 마찰로 발생하는 열을 탐지해 공격한다.

‘Fire and Forget’의 공격방식을 취하며 최근에는 적의 적외선 발

생을 감지하여 공격하도록 개량되었다. RAM의 공격 후에도 적 전

투기가 자함에 더 근접 시에는 골키퍼 및 팔랑스를 이용하여 방어

하여야 한다. 적 전투기 폭탄 투하 후에는 최단 시간 내 최대 속력

으로 폭탄 폭발 반경을 벗어나야 한다.

l 로켓

전투기에 탑재된 로켓에 대하여는 로켓 발사 전 대응방안과 발사

후 대응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로켓 발사 전 공격 대상 함정을 탐

지, 식별, 추적하여 목표물(Target)으로 지정하는 전투기 탑재 탐지

체계에 대하여 EA/ES 등 전자파 교란을 실시하여 로켓 발사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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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또한 전자파에 대한 탐지 확률을 낮추

기 위하여 스텔스(Stealth) 형상으로 설계하거나 전파흡수도료를 적

용하여 전투기 탐지체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적 전투기의 활동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켓 발사를

인지하였을 시에는 최대한 최종 위치로부터 최고 속력으로 회피

기동을 실시하며 지형적인 은폐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피

기동이나 지형적인 은폐를 뚫고 로켓이 접근 시에는

근접방어무기체계(Close In Weapon System)를 이용하여 아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로켓을 격추한다.

제 4 항 기뢰전에서의 생존성 강화방안

기 뢰 전은 기뢰의 전략적 및 전술적 활용과 그에 대한 대항책으

로써 이는 기뢰부설과 기뢰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공

격적 및 방어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기뢰는 개전 초 아 함정의 항만의 주요 입항 항로에 설치하여 적

함정의 접근을 방해하는 방어기뢰와 적 함정의 항만에 부설하여 적

함정의 출항을 방해하는 공격기뢰로 나누어지며 비용대 효과비 측

면에서 매우 우수하므로 전시 유용하게 운용되는 무기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我 함정의 예상 이동 구역에 대한 敵 기

뢰 부설 상황으로 가정한다.

l 대응 무기 체계(기뢰전)

기뢰는 크게 부설 위치와 점화 방식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어진

다. 부설 위치에 따라 기뢰는 세부적으로 부유 기뢰, 계류 기뢰, 매

장 기뢰, 해저 기뢰로 구분되며,

ü 부유 기뢰 : 물 위에 떠 다니면서 적 함정에 부딪힐 때 충격 혹

은 전기-화학 작용에 의해 폭발하는 기뢰

ü 계류 기뢰 :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여 원하는 곳에 머물지

않는 기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거운 추를 달

아서 고정을 시킨 기뢰

ü 매장 기뢰 : 해저 바닥에 침전물이나 모래 등으로 묻어서 설치한 기뢰



- 44 -

ü 해저 기뢰 : 일정한 수심에서 감응 센서를 이용하여 폭발하는 기뢰

점화 방식에 따라 기뢰는 세부적으로 조종기뢰, 접

촉기뢰, 감응기뢰, 지능형 기뢰로 구분되며

ü 조종 기뢰 : 유선으로 연결되어 부설된 기뢰를 함정이나 육지의

통제소에서 폭발시키는 기뢰

ü 접촉 기뢰 : 공격 대상 함정과의 물리적인 접촉 시 발화되어 폭

발하는 기뢰

ü 감응 기뢰 : 함정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기, 음향, 압력 등의 물리

량을 감지하여 폭발하는 기뢰

- 자기 감응 기뢰 : 모든 함정은 일정한 자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장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폭발하는 기뢰

- 음향 감응 기뢰 : 함정이 기동하며 운용할 시 발생하는 각 종

음향적인 소음을 감지하면 폭발하는 기뢰

- 압력 감응 기뢰 : 함정이 수면 위를 기동 시 선체와 해수면 사

이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의

변화를 감지하여 폭발하는 기뢰

ü 지능형 기뢰 : 원하는 시기에 폭발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

발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여 특정 선박만 골라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뢰

이러한 기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함정에 탑재하고 있는 각 종

탐지체계를 이용하여 기뢰 위협 구역이라고 판단 시 통과 중 탐지

체계 및 견시 증강 등 탐지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갈수록 증가하는 기뢰의 발전에 비교하여 아 해군의 소해함의 노

후화로 인해 신속한 기뢰 소해작업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

니라 그 위험성 또한 증대되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안으로

인해 등장한 것이 공중에서 기뢰를 소해하는 소해헬기(AMCM)이다

소해헬기에 의한 기뢰 소해는 소해함 대비 안전하고 기동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 십 명에 의하

여 운용되는 소해함에 비해 두 세명의 헬기 조종사에 의해 운용되

는 소해헬기가 인력 투입 측면에서 대단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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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소해헬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헬기 운용이 가능

하도록 기후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시야 확보 문제로 야간소해가

곤란하다. 다음으로 자기감응기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함정소자

장치를 이용하여 함정 자장 중화(Degauss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음향감응기뢰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함 내 음향 소음

발생을 방지토록 함정자체소음, 추진기에 의한 캐비테이션 등 수중

방사소음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함정이 수면 상 기동 시 선체와

해수면 사이의 미세한 압력에 반응하여 폭발하는 압력감응기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압 변화 최소화를 위한 위협 구역 내 저

속 기동이 필요하며 선체와 해수면 사이의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저항이 적은 선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5 항 취약성 측면의 생존성 강화방안

이상에서 성분작전 별 적 무기체계에 대하여 피격성 측면에서의

생존성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피격성은 앞서 살펴본 대로 적으로

부터 공격받기 이전 단계에서의 생존성 강화 방안의 하나이며, 취약

성은 공격을 받은 후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척도를 나타낸

다. 여기에서는 취약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취약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 대응책은 위 취약성 구성요소에 언급이 되었으므

로 여기에서는 취약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

였다.

l 화생방전

화생방전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 내 주요격

실에 화생방에 대한 Identification Warning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여 화생방 피격에 대한 상황인식 및 신속한 상황 전파가 필

요하다.

주요 격실은 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 상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격실이나 많은 함 승조원이 위치하는 거주구역, 그리고 승조

원들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을 시 회복할 수 있는 격실 등을

의미하며, 전투지휘소, 승조원실, 의무실, 회복실 등이 이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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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주요 격실에는 위협 경보/모니터링 시스템 및 화생방 오

염에 대비한 공기정화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집단보호장비(CSP : Collective Prot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외

부 대기압력보다 약 1~2% 가압시켜 정화된 공기를 함 내에 공급함

으로써, 미세한 틈으로 오염물질이 함 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고 있

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출구에는 오염된 인원과 화물을 세척할 수

있는 사워장치 및 정화제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생방 오염물질에 대한 제독절차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제

독절차는 핵심은 오염 초기 신속한 상황전파/전달이다. 다음으로 함

승조원 총원이 화생방전 시에 대비한 개인 별 임무를 숙지하고 있

어야 하며, 개인 별 임무가 숙지되었다면 함 전체 차원의 팀웍 훈련

이 완성되어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화생방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용자인 승조원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

겠다.

l 전자전

전자전 취약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적 전자파 차단 및 필요 전

자파에 대한 선택적 투과가 필요하다. 또한 중요 장비에 대하여

Redundancy 개념의 잉여 장비를 보유하여 중요 장비 손상 시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잉여장비로 임무를 수행하여 생존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최근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EMP탄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Insulation, Cable Shielding 등 EMP 강화설계를 적용하여 취약성을

감소하여야 한다.

l 운용환경

다음으로 함정 기동 및 임무 수행 시 운용환경에 대한 취약성 감

소 방안이다. 최근 노후화된 선박에 대하여 침몰원인의 하나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피로 파괴(Fatigue failure)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체재료에 반복 응력(應力)을 연속 가하면 인장강도보다 훨씬 낮

은 응력에서 재료가 파괴된다. 이것을 재료의 피로라고 하며, 피로

에 의한 파괴를 피로파괴라 한다. 함정을 구성하고 있는 선체 역시

철, 알루미늄, FRP 등 고체이다.



- 47 -

이러한 고체 물질에 해수면과의 연속적인 접촉(파랑, 조류)은 선체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피로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림은

어떤 응력(S)을 반복했을 경우, 파괴하기까지의 반복 횟수(N)를 나

타낸 것이며 S-N곡선이라 한다

그림 9 응력(S)-반복 횟수(N) 곡선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응력이 크면 클수록 적은 반복횟수 만

으로 피로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피로한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응

력이 작을 수도 피로한도에 도달하기 위한 반복횟수는 많아진다. 또

한, 반복횟수가 증가하여도 피로한도를 넘지 못 한 응력이 존재한

다.

피로파괴란 즉, 재료가 반복해서 응력을 받으면 응력으로 인해 발

생한 균열이 발전되어 파괴에 이르는 현상이며, 피로 파괴는 연성

재료(延性材料)인 경우에도 극히 국소적인 소성 변형(塑性變形)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피로에 의한 균열은 구조단면의 가장자리에

생겨서 먼저 파괴의 원점을 만들고, 이 원점을 중심으로 균열이 진

행되어 유효 단면적의 감소와 균열의 앞 끝에서 생기는 변형력이

집중되어 결국 전체적으로 파괴된다.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변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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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정적(靜的)인 파괴 변형력보다 낮으며, 탄성 한도 이하라 해

도 피로 파괴가 생길 수 있다.

피로파괴의 발생원인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1) 설계 불량 2)

건조 불량 3) 재질 불량 4) 부적절한 운용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함정의 구조설계 시 일반적으로 형상계수 및 충격계수를 포함한 안

전율을 여유있게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므로 피로강도 개념이 구

조설계 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로파괴의 원인은 위 4가지

원인 중 설계 불량을 제외한 건조나 원재질의 불량, 그리고 운용 중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건조 중 응력집중을 발생시키거나, 규정된 표면처리나 열처리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하여 선체의 피로강도가 저하할 확률이

크며, 재질 역시 비금속개재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요구되는 충분

한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또한 운용 중 설계 강도를 무시하여 과부하 탑재로 함을 운용하거

나 부식을 촉진시키는 환경 혹은 고온에서 운용되어 피로파괴를 증

가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 운용 시 설계조건을 인식하여 그 한

계 내에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피로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 불안정 현상이다.

이러한 반복된 파랑 및 조류에 노출되는 함정의 피로파괴 확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파랑 및 조류에 견딜 수 있는 선체구

조 강화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함정에 탑재되는 개별 장비 역시

지속적인 응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화설계가 설

계단계에서 운용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설계단계 이후 운용 중 위와 같은 피로파괴 및 해수 중 포함되어

있는 염분에 대한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Painting 및

Composite Coting을 이용하여 선체를 외부 환경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의 해수 및 외부 공기온도에 대비하여 Cooling

System 및 Heat Exchangers 등 냉각/열교환 계통을 통해서 선체의

부식을 지연시켜 함 수명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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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회복성 측면의 생존성 강화방안

회복성에 대한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정

리하였다.

손상 상황 대응 방안

화재

·신속한 상황 전파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복구대책 강구

·화재 구역 경계 설정

·화재 격실 통풍 및 연기 차단

·주요 화재위협격실 내 CO2 소화기 비치

·고정식 워터미스트 도입

침수

·수밀격실 및 Water Tight 조치

·침수 구역 방수 작업 실시

·침수구역 경계 설정

전력 손상

·대체 전력 계통 이용 전력 공급

·부가 전력 연결 케이블 도입

·비상 발전기 및 배전반 배치

·전력계통의 모듈화를 통한 손상 복구 시간 단축

소화관 파이프 손상

·파이브 손상 부위 격리 및 소화관 재 설정

·비상 파이프 투입 및 부재 시 파이브 복구 

 작업 실시

추진장비 냉각계통 

파이프 손상
·파이브 손상 부위 격리 및 냉각계통 재 설정

함내 통신망 손상
·주요 통신망 복구 및 W/T 이용

·복구 시까지 전령이용 상황전파

통풍계통 손상
·손상 격실 격리로 확산 방지

·이동식 비상 통풍기 투입

표 12 회복성 측면의 주요 손상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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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시스템 차원과 승조원 차원에서의 방

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시스템 수준에서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손상 발생

시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손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제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최초 상황 인지, 상황 전파, 손상 진행상황에 따라 조치 방안을 선

택할 수 있으며, 감시·제어시스템을 통해 실제 손상에 대한 초동 조

치 필요하다.

그림 10 생존성 향상을 위한 실제 Kill Card를 적용한 손상통제체계 

승조원 차원에서의 회복성 향상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최초 상황

발생 시 통신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전달이 중요하다.

손상 복구를 담당하는 승조원 총원에 대하여 상황전파가 완료되었

다고 가정 하 손상 복구에 대한 임무성패 여부는 상황 발생 시 언

제든 신속한 대응 가능토록 승조원들의 평시 손상 통제 매뉴얼 숙

지정도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개인별 임무가 숙지되었다면 함정 차원 팀웍을 향상하기 위한 평

시 T/W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 및 승조원 차원의 손상 복구능력 향상의 노력을 통

해 회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51 -

l 화재

회복성 측면에서 함정 생존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화재상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재에 대해 취약한 고위

험 지역,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화소스를 취급하는 격실, 최근

선박에서의 화재발생 구역 및 원인을 분석하여 LeBlanc 지침을 통

해 화재발생 개소를 선정하였다.

* LeBlanc, D. (1998). Fire Environments Typical of Navy

Ships.Master's Thesis,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Fire

Protection Engineering

위로부터 선정한 함정에서의 화재 발생 구역은 아래와 같다.

ü 가스터빈, 감소기어, 전동기 보기실 : 가연성 액체가 사용되고나

보관되는 공간

ü FAS(유류보급 구역) : 무기 혹은 임의의 형태∙ 크기의 폭발물

이 저장, 취급, 조립, 일시 적재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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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취사장 : 튀김그릇∙ 절단기∙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기, 광택유

저장고, 페인트 스프레이 보관소 등이 위치한 공간

ü 격납고 : 비행기∙ 차량∙ 상륙용 선박 등의 이용수단이 보관,

유지, 운전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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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승조원 침실 : 종이류, 판지, 의류, 침구류 등 많은 양이 탈 물질

이 위치한 공간

그림에서 나타낸 주요 화재 구역의 위치는 일반적인 함정을 대상

으로 표시를 하였으며, 함정의 배치 개념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 54 -

그림 11 최근 선박 화재 발생 사례 (2010 ~ 2012. 4월) 

위와 같은 화재 발생 구역에서 화재발생 시 확산 억제 방안으로

화재에 취약한 재질,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위협개소 플랫폼 상 화

재 및 온도 감지센서, 워터미스트 등 화재진압시스템을 구비해야 하

며 해당 격실에 CO2 또는 후두형식의 소화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 분배 계통 Cable 상 화재 발생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

키기 위해 주 전력 분배 계통을 적절히 분산시켜야 한다. 화재 억제

를 위해 격별 및 구성품 재질을 불연성 소재로 Painting 및

Coating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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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격실 내 케이블 등에 발화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통풍 계통(Ventilation system)을 통해 격실 내 온도를 낮추어 화

재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하며 화재 발생 후 2차 폭발 및 확산

을 막기 위해 제연커튼(Curtain Lip)을 구비하여야 한다.

평시 함 내 모든 승조원들에 대하여 소화방수 및 손상복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함정의 생존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손상에 대하여 숙련된 사전 대비 태세를 갖추

어야 한다.



- 56 -

제 3 절 美 해군 생존성 요구수준 조사․연구

美 해군 생존성 요구 수준

美 해군은 5단계에 걸쳐 생존성 요구 수준을 갖는다.(SP : Survivability)

0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0)

- 함정을 포기해야 하는 조건에서 승조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성 요구수준

- ‘생존성 설계 요구조건’이라고도 함

1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1)

- 위협무기에 피격 후 구조 및 예인을 받을 수 

있도록 침몰되지 않고 손상통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생존성 요구수준

2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2)

- SP1의 생존성 요구수준 +

-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추진성능을 

갖는데 필요한 생존성 요구수준

3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3)

- SP2의 생존성 요구수준 +

- 저속의 항공기/대함순항미사일과 소형 수상정 

공격을 자체적으로 방어하는데 필요한 생존성 

요구수준

4단계 생존성 

요구수준(SP4)

- SP3의 생존성 요구수준 +

- 대상 함정의 주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통 및 

장비/설비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존성 

요구수준

표 13 미 해군 생존성 요구 수준 

위 표는 대상함정이 적의 공격에 의해 피격이 된 후 요구되는 생

존성 요구수준을 정리한 표이다. 위와 같이 5단계에 걸쳐 생존성 요

구수준을 분류함으로써 대상함정의 임무와 운용개념에 맞는 생존성

설계가 가능하다.

미 해군의 통합생존성 설계절차는 크게 생존성 요구조건 개발 및

생존성 개념연구 단계와 통합 생존성 설계·해석 단계로 나누어 진

다. 생존성 요구조건 개발 및 생존성 개념연구 단계는 선행연구 전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 수행되며, 통합 생존성 설계·해석 단계는 탐

색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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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美 해군의 통합 생존성 설계 절차도
美 해군 함형별 생존성 요구 수준
위에서 美 해군 함정의 생존성 요구 수준을 알아보았고, 여기에서는
함형별 생존성 요구수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각 각의 요구수준은
ü Level I : See Keeping Mission, Capability, EMP & Shock

hardening, Protection for CBR, Ability to Operate in
a High Latitude Environment

ü Level II : Level Ⅰ’s Requirements + System Redundancy,
Collective Protection System, Improved Structural
Integrity & Subdivision, Fragmentation Protection,
Signature Reduction, Conventional & Nuclear Blast
Protection, Nuclear Hardening

ü Level III : Level Ⅱ’s Requirements + Ability to Deal With the
Damage from ASCMs, Torpedoes and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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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으며 Level I, II, III에 대하여 함형별 만족해야할 수준은
아래와 같다.

ship Class

Nuclear/Con

ventional 

Weapon 

Protection 

Level

CBR 

Protection 

Level

Nuclear/Conv

entional 

Weapon 

Protection 

Level

Ship
Equip

ment
Ship Personnel

Aircraft 

Carrier
III III III III

Battle Force 

Suuface 

Conbatants

III III III III

Frigates II II II II

Amphibious 

Wafare Ships
II II II II

Underway 

Replenishment 

Station Ships 

Shuttle ships

II

I

II

I

II

I

II

I

patrol Combat 

and Mine 

Wafare Ship

I I I I

Naval Strategic 

sea-Lift
I I I I

Material 

Support Ship
I I I I

All Other 

Auxiliary 

Ships/Craft 

I I I I

표 14 함형 별 만족해야할 생존성 요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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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美 해군의 함형별 생존성 요구수준을

살펴봤을 때 동일하고 유사한 함형의 위협대상에 대한 정립이 우리

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요구수준을 설정할 시 가장 우선시 되

어야 할 사항은 대상함정의 임무와 운용개념이지만, 요구수준을 만

족시키기 위한 충족되어야 할 많은 생존성 주요인자가 설계 반영가

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요한 항목이 중량에 기반을 둔 함정의

길이이다. 아래 표에서 함정의 길이에 따른 생존성 향상을 위한 설

계인자들의 적용여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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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길이에 따른 생존성 향상을 위한 설계인자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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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함정건조절차 상 생존성 적용 방안

l 해군 함정의 함정 건조 절차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소요군에서 방위사업

청으로 주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함정의 효율적인 획득을 위한 많

은 정책들과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개발 수행절차 개선, 군함의 품질제고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을 활용한 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

으며, SE를 기반으로 함정 획득 사업에대해 표준화, 최적화의 노력

을 하고 있다. 함정은 복합무기체계 즉, System of Systems로써 함

정 자체의 개발과 함께 수백 종에 달하는 탑재장비를 상호연동 및

통합하여 작전운용성능(ROC)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일 무기

체계보다 사업관리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함정 획득사업의 특성 내에서 생존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절

차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많은 검토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함정획득절차는 소요기획단계, 선행연구단계, 탐색개발단계, 체계개

발단계, 양산/전력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함정 획득 사업 각 단계별

소요기간은 보통 건조가능성 검토 1년, 선행연구(개념설계) 1년, 탐

색개발(기본설계) 3~3.5년, 체계개발(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5년

등 총 10년이 소요된다.

그림 14 해군 함정 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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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획 단계는 해군에서 장기소요 요청을 위해 건조가능성 검

토, 개념형성 연구 등을 통하여 최초 작전운용성능(안)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최초 작전운용성능(안) 작성을 위해 해군에서 건조 가능

성 검토를 실시하고 국과연은 소요군의 요청에 따라 개념형성 연구

를 수행한다.

선행연구 단계는 소요군의 최초 작전운용성능(안)을 근거로 작전

운용성능(안)과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념

설계(Conceptual Design)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때,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계획서’에 따라 국내건조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

과학기술수준, 비용대 효과분석,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분석 등

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다. 소요

군은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여 회의체를 통하여 확정하며,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을 방

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함정무기체계 획득절차

가 일반 무기체계 획득절차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작전운용성능(안)을

선행연구 단계에서 결정한다는 점이다.

탐색개발 단계는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

을 구체화하고,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장비사양, 체계간의 연동, 상세설계 및 함 건조 계약용 도면작성, 건

조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함건조기술사양서

(TLS)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체계개발 단계는 탐색개발 결과를 기초로 함정 건조를 위한 세부

공작도면을 작성하고 시운전 및 함 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

성을 위한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건조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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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함정획득 사업에서의 생존성 개념 적용 실태

먼저, 함정 획득절차 상 생존성 적용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함정 획득절차의 출발점인 소요기획단계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부터

생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ROC 상에서 중량을 산출하며, 이렇

게 추정된 중량은 설계가 진행되면서 수정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따라서 탐색개발 단계에서부터 도출된 생존성과 특수성능 위탁연

구를 통하여 제시되는 생존성 향상 대책은 불가피하게 상당한 중량

증가를 요구하므로 이를 설계에 실제로 반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물론 최근 착수된 최신 함정 선행연구(개념설계) 사업에

서 생존성을 깊이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지만, 생존성

개념을 함정 설계 절차에 포함하여 중요한 설계인자로 자리잡기 위

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생존성 강화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생존성 구성요소인

피격성, 취약성, 회복성 각 각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준

에만 치중했던 게 사실이다. 또한, 레이더반사면적, 적외선, 수중방사

소음, 자기, 충격 등 생존성과 특수성능을 담당하는 각 분야의 기술

들 간의 협업이 매무 미흡하였다. 앞으로의 생존성 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피격성, 취약성, 회복성 생존성 구성요소에 이들을 비용

대 효과 등 함 임무 및 운용 개념에 맞게 최적화 시키는 절차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함정건조절차 상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 내 함정 생존

성 연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생존성 연

구/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생존성이 요구되

는 함정 사업의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존성 적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실제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생존성 전담 조직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함정 소요제기 단계,

즉 소요기획 및 선행연구 단계부터 생존성을 고려할 수 있는 관리

정책 및 절차 수립, 생존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들 간의 통합

(Integration), 생존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구

축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천안함 피격사건



- 64 -

이후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함정 생존성강화 설계가

국내 함정 건조 시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함정 전 수명주기에 걸쳐

생존성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노력

이 꾸준히 제기되어야 한다.

l 향후 함정 획득사업에서 생존성 적용방안

소요기획,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및 함 건조, 후속함 양산

으로 이루어진 함정 획득절차 상 생존성 적용이 요구된다면 위에서

그 출발점은 설계 함정의 중량이 결정되어 초기 작전운용성능(안)이

작성되는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존성은 설계 중요인자로 고려되

어야 한다.

ü 소요기획 단계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존성 설계개념을 정립하고 적용할 생존

성 수준을 정해야 한다. 또한 생존성 강화를 위해 함 임무 및 운용

개념을 고려하여 설계위협을 대략적으로 결정해야하는 단계이다.

이후 획득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각 단계별 생존성 적용을 위한 수

행방안은 아래와 같다.

ü 선행연구 단계

선행연구에서는 함정 전력화 완료 후 실제 임무에 투입될 시 고려

해야할 설계위협을 선정하고 선정된 위협 별 대응방안 모색해야 한

다. 선행연구 단계에서 초기 생존성 요구조건을 개발하여야 하며,

함 임무별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분석하고 도출된 기술

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생존성 요소들 각 각에 대한 설계 시 배치 측면에서의 검토

가 필요하다. 이로써, 피격 시 간이 취약성을 해석 하고 해석된 취

약성에 대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레이더반사면적, 적외선, 수중방사소음, 자기 등 특수성능 기

술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해당 함정에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수성능 기술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일반 배치에 대한 검토를 실

시하고 예상되는 피격 시나리오에 따라 국부적 구역에 대한 취약성

을 각각 검토하고 취약성 위협요소에 대한 배치, 계통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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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유무를 검토한다. 이후 해당함정에 예상되는 적 위협에 대한

구조신뢰성 수준을 검토한다. 구조신뢰성 수준의 주요 고려요소로는

수중폭발에 의한 압력파, 적의 미사일, 함포에 의한 방탄, 해당 함정

내 폭발강화격벽 및 박스거더 등 구조 강화설계 요소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ü 탐색개발 단계

탐색개발 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단계에서 도출된 선정된 위협 및

생존성 기술을 토대로 생존성 해석을 실시하고 초기 생존성 요구조

건 만족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존성 해석과 초기 생존성 요구조건 만족여부 검토를 실시한 이

후 불 만족요인이 식별될 시 이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연구된 수준

내에서의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향상 방안 수립 시에는 생

존성 구성요소들을 임무, 비용, 성능 등을 고려하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향상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전 선행연구 단계에서 실시하였던 특수성능 기술에 대한 발전된

해석을 실시하고 감소방안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충격,

방탄, 폭발강화격벽 및 박스거더 설계를 통해 구조신뢰성 해석 및

해석결과에 따라 감소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선행연구 단계에서 도출된 설계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생존

성 증대 방안을 수립하면서 체계개발 시 해석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ü 체계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탐색개발에서 도출된 설계위협 및 생존성 증

대방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된 생존성 요구조건에 대한 상세

해석을 실시하고 이의 요구조건 만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체계개발 중 연구된

수준에서의 생존성 요구조건 불만족 요인을 식별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토록 한다.

체계개발 단계부터는 특히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한 상세 해석을

통해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향상방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회복성 향

상을 위하여 소화방수 및 화생방 등 손상 상황에 대하여 손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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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MATRIX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 탐색개발 단계에서 실시하였던 특수성능 기술에 대한

발전된 해석을 실시하고 감소방안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충격, 방탄, 폭발강화격벽 및 박스거더 설계를 통해 구조신뢰성에

대한 발전된 해석을 실시하고 해석결과에 따라 감소방안을 검토하

여야 한다.

ü 선조함 건조 단계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는 운용시험평가로서 통합생존성 시험을 실

시하고 시험결과에 따른 후속함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한다.

ü 후속함 양산 단계

후속함양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선도함에 기반영된 생존성

인자들에 대한 효과도를 분석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함정 획득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함정에서 적용된 생존성 향상 방안에 추가하여 최신 위협에

대한 생존성 분석/평가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기운용중인 함정인 경우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성능개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선도함 운용 중 손상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대책 강구하여야 하며 생존성 고려요소에 대해

개선요구 사항이 추가로 식별될 시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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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종 합

이상에서 첨단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한 One shot-One kill 개념의

전장환경 하 최근 함정 설계 시 중요 고려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함

정 생존성의 강화방안 및 실제 함정 획득절차 상에서 적용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함정 생존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한반도 현실적인 안보상황을

고려, 현재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는 적 무기체계를 중심의

성분작전 별 생존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생존성 강화를 위한 각 종 방안들을 실제 함정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하여 함정건조절차 상 생존성 적용방안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각 상황 별 생존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다수의 아 해군함정이 보

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생존성 구성요소 별 대응방안을

조사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각 함정의 임무 및 운용개념에 따라

비용대 효과 고려하여 최적화 과정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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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utomation and

computerization provides impeccable service to humanity through

and at the same time a large role in changing aspects of modern

warfare. Due to the large menacing weapon effects(Effectiveness)

should deal with lethality and damage degree of a measure in

the past has been boosting the war aspect and incomparable.

Just step up to the plate and perform the measure of being hit

with a mission of damage.

Thus, modern warfare, no longer secured a numerical

preponderance of forces and weapons systems that can guarantee

victory on the battlefiel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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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cet missile shot, and there are a number of pitfalls due to

enemy attack threatening battle damage in the United States has

experienced since the 1980s, these aspects of the battlefield in

advance by monitoring lines.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due to

the demands of the national defense savings pitfalls with

management personnel and reserves are less demanding measures

to reduce spinal cord the spinal cord as the Mission has been in

contrast to conventional measure enables automation missions

are designed to further strengthened the ability to trend.

If you look at the flow of the business in the ' 70s the

measure of domestic dry prior to use a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measure operation depends on a military

speedboat to the ' 70s, the country won first in dry during the

80s, Quicken, and small craft to dry growth spurt, in the ' 90s a

large battleship design and dry settlement in Korea, in 2000, the

war takes the leap can be classified as domestic measure

designs. Thus, currently has a total of 58 species were 751

Chuck dries in the pitfalls of design and the ability to do.

Currently, with the goal of winning the Navy submarine's hull

and Korea mounted armed skills are developed on the level as

close as possible the domestic design and drying of pitfalls but

measure the stealth, infrared light is a somewhat nuanced

expertise for survival for the Group operates San//yan

cooperation is urgently required.

As for ensuring the Castle survive the pitfalls of the radar

cross section (RCS), reflecting infrared signals (IR), underwater

radiated noise (URN), magnetic (Magnetic), anti-vibration and

soundproofing (Vibration ·Reducing Noise), p Tom signal,

underwater explosions (Underwater Explosion), shock (Shock)

(high impact) to improve performance, reduce vulnerabilities

through digestion and improve the resiliency of damag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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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proof, consists of a variety of factors.

Pitfalls that survival is generally shot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Vulnerability), consisting of three (Recoverability)

resiliency stochastic indicators are expressed quantitatively, using.

Survival of the ignores the threat of enemy attack, Iran, and

ability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measure should be fulfilled,

that is, the ability to withstand the enemy's threats against. In

the end, Iran battle system and relevant survival measure to

ensure the survival of the battle threaten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all-based skills for survival measure.

The importance of the survival of the pitfalls in the country,

this has been going on for a vigorous research. The need for

survival, survival design related pitfalls of domestic technology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risk-based approach for

improving the survival advantage of, systems engineering-based

measure survival skills being tried in a variety of research

efforts. But not yet consolidated methodology for increasing

survival measure analysis for the basic concept and is required

for theoretical part about insufficient.

In this paper, strengthening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the

measure needs to survive, based on the definition of survival and

a measure to identify the concept definition and rush to

survival, unlike conventional survival research and how to

perform the actual current Navy elements in strengthening

operational research and against the survival star research.

Each component is about survival in the enemy's weapon

systems operations, Star Castle is to hold the responses with

respect to the review and strengthening of the u.s. Navy survival

design guidelines review obtained through domestic measures that

can be considered procedural pitfalls concerning the survival of

the surnam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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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is study is a survey and research on the survival of the

measure of the enemy's weapons systems, St. plans are based on

the US Navy primarily intended for weapons systems, the log

response to seek a particular measure for survival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on enhancement plans are tasked with performing

a measure or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to be

understood.

Also, it's still a source of domestic technology for enhancing

survival measure, nuanced and obtained business procedural

pitfalls can consider procedures for TBA lip to survive because

they are relevant to the survival and enhanced in order to dry

out the measure takes planning stages prior to the design phase

and subsequent ships spanning diverse fields related to

production stage, institutions will need a lot of time and effort

with the cooperation of.

keywords : Survivability,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Recoverability, kil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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