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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개념의 미래함정은 미래의 작전환경과 위협하에서 적절하고 적시성 있는 

작전능력을 갖기 위해 플랫폼간 탐지체계와 무장 그리고 각종 전투자산간의 

체계연동을 통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능력을 구현함으로써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전개념을 그대로 반 한 것이 구역 방어능력

을 가진 이지스 함정과 미 해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협동교전능력(CEC)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에 장착 예정

인 미 해군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기본모델로 하여 플랫폼 중심전(PCW)과 

네트워크 중심전(NCW) 개념을 적용하여 저고도의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거리를 비교 분석하 다.

  PCW 적용은 함정 자체의 센서와 무장으로 대함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전체 지연시간이 증가되었을 경우로 하 으며, NCW  

적용은 외부센서를 통해 탐지거리만 증대시킨 상태에서 자함의 대공미사일

로 대함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것과 CEC 체계를 보유한 플랫폼들을 통해 

탐지거리를 증대시키고 다른 플랫폼에서 중기유도 및 종말 조사를 실시하

을 경우로 하 다. 

  PCW 개념을 적용한 함정은 레이더 수평선으로 인해 탐지거리에 제한을 받

게되어 위협 표적이 레이더 수평선을 지난 이후에 교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적이 함정에 근접하게 될 때까지 요격이 지연되지만, NCW 개념을 적용

한 함정은 플랫폼 간의 표적자료 공유와 교전협조로 위협 표적이 레이더 수평

선을 통과하기 이전에 요격이 가능하여 구역방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자료는 구역방어능력을 보유한 함정

이 해상에서 전투전단(대)를 형성하여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할 시 대함 순항

미사일의 방어작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구역방어체계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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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함정의 공중 방어체계는 원래 대양전에서 구 소련의 대함 순항미사일

(ASCM: Anti-Ship Cruise Missile)1)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냉전 이후 

전투공간이 전통적인 대양 해전에서 연안전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모든 함정

의 대공전(AAW: Anti-Air Warfare) 방어가 큰 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대양에서의 위협이 연안 해역으로 옮겨지게 됨에 따라, 1992년 미 해군은 냉전 

이후 해군작전의 초점을 대양이 아닌 연안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해군

전략으로 바다로부터(From the Sea) 라는 해군백서를 발표하 다. 이 개념

은 해군이 육지에 대한 향력과 세력을 투사하고, 합동작전(Joint Operation)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연안지역에서의 해군력이 크게 요구됨을 강

조하고 있다.2)

  연안 위주의 해상 작전환경은 대양에 비해 육지의 지형, 기상, 모래바람, 

새떼 등과 같은 자연적인 클러터3)와 인공적인 클러터(예를 들면, 전자 방해, 

채프 등의 전자전 공격 등)가 혼재하고 있어 레이더의 탐색공간과 센서 거리

를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안환경과 더불어 오늘날의 비약적

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기동성을 갖는 전자전 체계, 해면

착비행(sea-skimming) 순항미사일, 피탐지 감소기술을 사용한 표적, 전역탄도

미사일(TBM: Theater Ballistic Missile), 상용 선박/항공기 사이에 위장된 

1)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 Km 이상인 경우도 있으나 통상 500 Km 이하의 사거리를 

갖는 공격무기로서 해상/수중/육상/공중 발사 순항미사일이 포함된다. 또한 Exocet, 

Harpoon, Silkworm 등 50 Km 내외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도 순항미사일로 간주된다.

2) William A. Owens 저 윤석준 역, 21세기 미국의 해군전략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미합중국 해군력 건설 방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학술총서-20, 2002. 5, pp.41-42.

3) 클러터(clutter)는 표적 이외의 다른 물표로부터 반사되는 레이더파 간섭에 의해 발생되는 

레이더 화면상의 허위 표적을 말한다.



- 2 -

플랫폼과 같은 적의 다양한 시스템은 연안지역에서의 해상작전을 더욱 복잡하

게 만들고 있다. 특히, 고정 화/장사정, 고속화와 고기동성, 그리고 고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대함 순항미사일은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연안에서의 공ㆍ지ㆍ해 합동방공작전은 해

안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전략시설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북

한과 불특정 위협세력에 의한 공중ㆍ미사일방어(AMD: Air and Missile 

Defense)4)를 위한 합동방공작전은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전술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공중ㆍ미사일방어 작전은 기존의 플랫폼 위주의 단일군 체계

로는 작전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합동개념으로 요격체계(PGM: 

Precision Guided Munitions), 조기경보 및 감시체계(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그리고 C4I 체계로 이루어지는 신시스템 

복합체계(new system of systems)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5)

  이에 따라 신개념의 미래함정은 이러한 작전환경과 위협하에서 적절하고 적

시성 있는 작전능력을 갖기 위해 플랫폼간 탐지체계와 무장 그리고 각종 전투

자산간의 체계연동을 통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능력을 구현함으로써 함정

의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 작전개념을 반 한 것이 

구역방어(area defense) 능력을 가진 이지스(Aegis)함정과 미 해군에서 추진중

에 있는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이다.

  현재 한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함이나 지원함의 경우, 공중위협세력에 

대한 자함방어(point defense)능력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구역방어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 해상 공중방어 체계와 관련된 분야의 국내 연구는 함정을 표적으로 공격해 

오는 다수의 공중 위협표적과 교전하기 위하여 탐지, 추적능력과 유효 사정거

4) 공중은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기존의 ABT(Air Breath Target)을 의미하며,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나타낸다.

5) 권용수, 네트워크 전장관리체계 발전방안 , 국방대학교 「안보연구시리즈 제2집 5호」, 

2001. 12,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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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서로 다른 다수의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원거리로부터 근거리에 이르는 

다층방어체계를 통한 최적의 표적할당과 격추율의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즉 플랫폼 중심의 자함방어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6)7)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8)에 장착 예정인 

미 해군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대표적인 전장관리체계인 CEC를 기본모델로 

하여 플랫폼 중심전(PCW: Platform Centric Warfare) 적용과 네트워크 중심전

(NCW: Network Cetric Warfare) 개념을 적용하여 저고도의 대함 순항미사일

에 대한 요격거리를 비교 분석하고, 전장네트워크 기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의 공중 방어능력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본 논문에서는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공중 방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단일 함정에서의 공중 방어능력 고찰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용예정인 

CEC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 전장관리체계의 전투력 증가효과를 통해 저고도의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거리를 PCW와 NCW 개념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연구의 범위는 공중위협 중 함정에 가장 위협이 되는 저고도의 순항미

사일에 대해서만 한정하 다. 

  연구방법은 대함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미래전장 위협은 주로 공개된 인터넷 

자료와 각종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발췌하 으며, 이지스 전투체계에 대한 

성능은 미 해군의 형상기준(baseline) 7.1에 해당되는 알레이 버크(Arleigh 

Burke)급 구축함을 기준으로 하 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 전장관리체계에 대

한 전투력 증가효과 대상은 CEC를 모델로 하 으며, 이지스 구축함의 공중 

6) 김경기 외 2명, 함정 대공방어체계 최적 구성 방안 연구 , 국방과학연구소, 1996. 11.

7) 최봉완, 다단계 대공방어 분석모델 연구 ,「전투발전연구 창간호」, 해군전투발전단, 

1996. 12.

8)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 체계와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에이파(APAR) 체계를 대상

장비로 선정해 시험평가와 협상을 실시한 결과, 해군 무기체계 획득심의위원회에서 

이지스 체계를 한국 해군 KDX-Ⅲ 전투체계 기종으로 선정함(국방일보 20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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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능력에 대한 효과 측정은 공학 전용 전산 도구인 Matlab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 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래전장의 변화와 공중 위협 중 대함 순항미사일의 위협

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3장에서는 장차 한국해군에서 보유 예정인 미 해군

의 이지스 구축함의 전투체계에 대해 고찰하 다.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전장관

리와 대표적인 네트워크 전장관리체계인 CEC를 통한 전투력 증가효과에 대

해 살펴보았으며, 제5장에서는 전장네트워크를 통한 이지스 구축함의 해상에

서의 공중방어 능력에 대한 효과도를 측정하 다. 제6장의 결론에서는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차후 요구되는 연구분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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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래전 양상

제1절 미래전장의 변화

  정보화 시대의 미래전장은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과 복합된 장거리 

초정  유도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s)에 의한 정 타격의 사용

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EO(Electro Optics), SAR(Synthetic Aperture 

Radar) 및 레이저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탐색기/항법장치의 복합화로 점 

표적에 대한 초정 유도, 고에너지 추진제 및 추력제어에 의한 장거리 비행, 

그리고 저저항 형상 및 스텔스 등의 성능을 지닌 장거리 초정  유도무기가 

출현할 것이다.9) 또한, 상센서와 고해상 상신호처리기술의 발전으로 획기

적인 감시, 정찰 및 정보체계가 가능하며, 실시간 전장관리 지휘통제 체계의 

구축 운용이 전망된다.   

  미래의 공중․미사일 위협 전력은 기동성능이 우수하고 레이더 반사면적

(RCS: Radar Cross Section)이 극히 작은 고정익 항공기,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과 단거리 근접공격의 

대구경 로켓(LCR: Large Caliber Rocket) 등이 예상된다. 또한, 전개될 전쟁 

위협은 비대칭적 접근(asymmetric approach)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띄게 되며,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 위협국가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대응만 하고 직접적인 

대결을 피함으로써 강대국의 군사력을 비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9) 권용수, 미래전에 대비한 협동교전능력(CEC)의 발전방향 , 「제3회 해군 전투발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01. 5, p.2.



- 6 -

<그림 2-1> 무인체계 비용이득 

1-2 고정익전투기

10  다목적헬리콥터

30 무인항공기

40+  순항미사일

15  탄도미사일

4  공격헬리콥터

저비용
고효율

1-2 고정익전투기

10  다목적헬리콥터

30 무인항공기

40+  순항미사일

15  탄도미사일

4  공격헬리콥터

저비용
고효율

츨처: 권용수, 유도무기체계 ,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교재, 2001. 9, p.207. 

  이와 같은 잠재적 위협국은 <그림 2-1>과 같이 같은 비용으로 1∼2개의 고

성능 첨단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UAV나 순항 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무인체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10) 이러한 첨단 무인체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상당한 위협

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함 순항미사일의 경우 1982년 포클랜드 전쟁시 엑소셋

(exocet) 미사일로 국의 세필드(Sheffield)함을 격침시켰을 때 엑소셋 1기 가

격은 20만 달러인 반면 세필드함의 건조비는 5,000만 달러로 250 대 1의 비율

이었다.11) 이와 같이 해상에서 함정의 공중 방어능력이 취약할 경우, 대함 순

항미사일에 의한 위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21세기 미래전은 혁신적으로 진보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 해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위협의 출현, 냉전체제 이후

10) 권용수, 상게서, p.3.  

11) 김 수, 대함미사일 개발 및 기술현황 분석 , 국방과학연구소, 1994. 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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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는 신 국제사회 질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래 해전양상에 향

을 미칠 것이다.

  1991년도 걸프전과 1999년 유고전을 분석해 보았을 때 미래 해전의 양상12)

은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미래해전은 광역의 다차원 공간에서 전개될 것이다. C4ISR체계의 발달로 

실시간 전장상황 및 표적정보 판단이 가능하며, 센서와 결합된 원거리 정 타격

수단의 사용으로 해양전장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수상ㆍ수중ㆍ공중ㆍ우주ㆍ사이버 

등 다차원의 전장공간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해양전장은 바다로부터의 

해군력이 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전장의 연안지역까지 확장될 것이다.

  둘째, 미래해전은 정보우세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된 상태에서 

우세한 기동으로써 결정적인 공격력을 동시에 집중시켜 적을 무력화하고, 신속히 

분산하는 전쟁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작전은 모든 전투의 필수요소

가 될 것이며, 장거리 정 유도무기를 이용한 선제 정 공격이 일반화될 것이다.  

 셋째, 미래 해전은 단순히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해군의 결정적인 공격력을 지상전장으로 투사하여 전술의 유리한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2020년경에는 대륙간 

거리에 위치한 표적도 정 하게 공격할 수 있을 것이며, 해양통제의 개념은 

해군전력에 의해 전투가 전개되는 연안의 전장공간을 포함하는 전투공간 지배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넷째, 비대칭작전의 수행이다. 미래해전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아측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적을 무력화하는 비대칭전의 수행이 보편화될 것이

다. 이를 통해 해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비대칭 수단을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여기에는 잠수함 및 수상함에 의한 장거리 정

유도무기 공격능력, 정보작전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섯째, 미래해전에서는 전방위 방호를 중시할 것이다. 미래전에 있어서 

무기체계의 파괴력과 정 도 및 사거리는 상상을 뛰어넘어 신장될 것이다. 

12) 서현석, 동북아시아전략환경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향 -해군전략과 무기체계 발전

방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학술총서-19, 2001. 9, pp.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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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요 전투력은 전장으로 이동 및 작전을 수행하는 전 기간, 그리고 

위협에 있어서도 적 주력뿐만 아니라 비대칭전력에 의한 공중ㆍ수중ㆍ사이버 

위협 등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방호되어져야 한다.

  여섯째, 작전의 지속성과 합동성이 강조될 것이다. 미래해전에서는 전쟁/전략의 

목표를 달성 또는 작전 변경시까지 해당작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전쟁지속

능력과 전구내 적시ㆍ적소 군수지원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전투효과를 동

시적ㆍ다차원적으로 통합하는 합동작전이 중시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

재ㆍ적소ㆍ적량의 군수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군수정보체계와 기동군수지원 

부대가 필요하며,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호환성이 있는 지휘통제체제 

및 교리/작전절차 등의 발전이 요구된다.

제2절 대함 순항미사일 위협

  과거 냉전 시대의 미 해군과 동맹국들은 가공할 만한 구소련의 대양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 전력과 전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광대한 

대양에서 급강하 미사일을 주 대상으로 설정된 가상 전술에서는 엑소셋과 

같은 해면 비행하는 대함 순항미사일에 의한 위협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 포클랜드전에서 국의 세필드함의 격침과 1987년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스타크(Stark)함의 피격은 레이더 수평선 아래에서 접근

하는 현대식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무장과 전투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대함 순항미사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 다. 가능한 

한 원거리까지 정확하게 도달시켜 보다 강한 파괴력으로 표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1996년 9월 발표된 미 해군의 브리핑 

자료 Ship Self Defense: An Imperative for Littoral Warfare 에 의하면, 

장래의 기술 진보와 계속된 전 세계적 확산으로 보다 낮게 날고, 더 빠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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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성 및 기동성이 더 우수한 차세대 대함 순항미사일 위협이 나타날 것이

라고 분석하 다.13) 특히, 전장 역이 대양에서 연안 해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안에서의 복잡한 환경은 함정 탑재 센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함정측에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다.

  1997년 미 ONI(Office of Naval Intelligence)에서 작성된 보고서 Challenges 

to Naval Expeditionary Warfare 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75개 국가에서 90

종 이상의 대함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 다. 그러나 이 

통계자료에서는 대함 순항미사일 재고 중에는 구형 스틱스(styx)와 이를 모방 

생산한 중국 및 북한의 다양한 변형 제품(주로 HY-2 silkworm 및

seersucker 변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양적인 평가보다도 보다 우려할만한 요인은 함정 

탑재 방어망에 가장 위협적인 현대식 대함 순항미사일의 활발한 시장 판매 및 

계속적인 확산에 있다. 특히 중동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판매 경쟁은 치열하다. 

순항 미사일은 전략무기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수준상의 제한은 실제

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순항 미사일은 아음속이 주를 이루

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의 경우는 아음속에 비해 기체를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보다 큰 기동 능력이 요구되며, 연료 소모율이 크기 때문에 고속 

비행 미사일의 경우가 저속에 비해 본질적으로 재공격(re-attack) 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 거의 모든 개량형 또는 신종 대함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만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아음속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장차 개발되는 

미사일은 보다 긴 사거리, 더 빠른 속력, 스텔스(stealth) 설계, 첨단 탐색기 및 

탑재 디지털 컴퓨터 등을 포함하여 함정에 대해 더욱 위협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함 순항미사일은 발사대로부터 부스터에 의해 발사된 후 다시 

하강하여 일정 고도로 순항비행하고, 종말단계에서는 레이더 혹은 적외선 센서에 

의해 조기 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더욱 낮추어 비행한다. 이렇게 

13) 김성희 외 3명, 이지스함-미국의 이지스함 현황 , 국방과학연구소 조사분석서, 2001. 12,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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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단계의 고도가 낮은 것은 단순한 기압 고도계 혹은 전파 고도계가 아닌 해면

에서 2∼3m 높이(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파고 적응식(wave-adaptive) 고도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함 순항미사일은 더 이상은 하강할 수 없는 

2m 전후의 초저고도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14) 

<그림 2-2> 대함 순항미사일의 대표적 공격형태

함대함
공대함

함대함

잠대함

Pop-up

Defense Ship

Waver

Pop-up &
Sea Skimmer

Land site

Sea Skimmer

High Dive

출처: 김경기, “함정 대공방어체계 최적 구성 방안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1996. 11, p.12.  

 

  또한, 대함 순항미사일은 <그림 2-2>에서와 같이  연안, 해상, 수중 및 공중 

등 각종 플랫폼에서 발사가 가능하고 복잡한 기동 패턴을 보유함으로써 함정

에서의 조기대응을 어렵게 하며, 함정에서 전자공격(EA: Electronic Attack)으

로 대응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pop-up 기동하여 high diving 형태

로 공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상 작전 역이 대양에서 연안

14) 김 수, 함대함 미사일의 발전과정과 특성변화 분석 , 국방과학연구소, 1998. 7,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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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안 위주의 해상작전에서는 대양에 비해 자연적/인공적인 

클러터가 혼재하는 집된 전투공간을 가지고 있어 함정에 탑재된 센서의 성능

을 저하시켜 탐색거리, 추적시간 및 교전가능시간을 단축시키므로 육지에서 

발사된 대함 순항미사일은 거의 혹은 전혀 예고없이 육지 클러터로부터 출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전장환경에서는 레이더 상에 우군이나 중립점(상선 등)이 

존재하게 되어, 식별이 가능할 때까지는 교전을 금지하는 규칙이 부과될 수 

있다. 즉 우군 혹은 아군에 대한 오발에 따르는 정치적인 파급을 과소하게 

다룰 수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은 동적이고 위협적인 작전 해역에서는 자연히 해군함정의 생존성

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미 해군은 1995년 함정 자체방어 요구조건

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시작하 다. 이 검토에서 예상되는 위협 수준과 계층방

어(layered defense) 자산이 개별함의 자체방어 능력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하 으며, 미 해군에 요구되는 능력 수준을 확립하기 위해 Self-Defense 

Capstone Requirements 문서로 정식화하 다.

  이 문서에서 미래 공중 위협을 격퇴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표적에 대한 대응 

가능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함대 혹은 개별함이 탐지, 추적 및 교전 혹은 

디코이(decoy) 전개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

다. 공중 위협이 점점 빠르고 스텔스화 될수록 함정은 조기에 표적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일단 적 공중위협이 탐지되면 함정의 전투체계는 이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여 대응 방안들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물리적 파괴

수단(hard-kill) 또는 기능적 파괴수단(soft-kill)을 동원하여 접근하는 위협을 

무력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기능 레이더, 정  전자전 지원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 등과 같은 센서 능력의 향상, 다중 센서로부터의 정보를 하나의 통합

된 추적자료를 생성하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 융합, link 16과 link 22를 통한 

전술 데이터 교환 능력 개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군 센서 

연결망 등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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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지스 전투체계 고찰

제1절 이지스 전투체계

1. 이지스 전투체계 개발 배경

  이지스(Aegis)의 어원은 희랍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의 방패 에서 유

래되었으며 이지스함은 현대 해군 수상함 중에서 가장 방어력이 우수한 함정

을 일컫는다. 방어능력이 뛰어난 전투체계를 이지스 전투체계(Aegis Combat 

System), 이지스 시스템  또는 단순히 이지스(이하 이지스 전투체계 로 표

기)로 부르며 이를 장착한  함정이 이지스함이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다양한 센서들과 무기체계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한데 묶어 

통합된 하나의 전술 상황 정보를 만들어 모든 전투 참가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하여 전역탄도미사일방어(TBMD: Theater Ballistic Missile Defense), 

대공전(AAW: Anti-Air Warfare), 대함전(ASUW: Anti-Surface Warfare), 

대잠전(ASW: Anti-Submarine Warfare), 타격전(STW: Strike Warfare), 상륙전

(AMW: Amphibious Warfare) 등의 전투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

단의 종합적인 함정용 전투체계15)이다. 모든 이지스 전투체계의 운용자들은 

ALIS(Aegis LAN Interconnect System)와 link-11과 link-16 전술 데이터링크

를 통해 공중, 해상, 수중 및 지상의 전술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다수의 표적들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지스 전투체계의 원형은 1960년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에 

15) 전투체계란 함정에 탑재된 센서, 지휘 및 통신체계, 전시 및 훈련체계, 사격통제체계, 무장, 

컴퓨터 프로그램과 운용요원을 총 망라한 체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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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연구를 시작하여 정교한 탐색기와 고도의 대전자전 능력을 갖춘 고속 

순항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 방어체계(ASMS: Advanced Surface 

Missile System)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지스 전투체계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69년에 이지스 시스템 이라는 사업명으로 신형 미사일 개발 사업이 착수

되었다.

  1969년 12월 미 RCA사16)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2억 5,293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 으며, 1976년에 AN/SPY-1 위상배열 레이더(이하 

SPY-1 레이더 로 표기), 다수의 표적 조사 레이더, 전자선 시스템 및 해상/

수중 무기들이 포함된 전투체계 요소들을 체계개발하기 위하여 1억 5,92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 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초기에 버지니아(Virginia: 현 CGN 38)함, 핵추진 공격 

순양함 캘리포니아(California)급 함정에 탑재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적 또는 

운용상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특수 목적용 순양함에 탑재하기로 결정되었

다. 이들 중 첫 번째로 타이콘데로가(Ticondeoga)순양함(CG 47)이 1978년에 

승인되어, 최초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1983년 1월에 운용 

배치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이지스 전투체계에 관련된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중 임무의 이지스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선체의 크기가 작은 이지스함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체의 내항성이 향상되고 적외선과 레이더의 반사 

단면적이 줄어들어 은 성이 높아졌으며 전투체계의 성능이 향상된 이지스함

을 건조하게 되어 타이콘데로가 순양함에 이어 구축함급 알레이 버크(Arleigh 

Burke, DDG 51) 이지스함이 출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본과 스페인이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도입하여 

수상함에 장착하게 됨으로써 <표 3-1>과 같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네 종류의 

수상함이 이지스 함으로 불리고 있다.

16) GE사에 속해 있다가, 1995년 이후에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에 소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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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국가별 이지스함 보유현황

(2002. 10월 기준)

보유국가 함  형 톤수 척수 비고

미 국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9,590 27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8,422 36
2009년까지
59척 보유

일 본 콩고급 호위함 9,485 4

스페인 F-100급 호위함 5,802 2
2006년까지 
4척 보유

2. 이지스 형상변화 

  이지스 전투체계는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로 구상되어, 탑재함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함에 맞추어 무기체계가 달라진다기

보다는 무기체계의 개량이 다른 함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83년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첫 순양함 타이콘데로가함이 취역한 

이후, 1970년대 후반기부터는 새로 건조되는 구축함에도 이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순양함 전투체계의 발전형을 연구하 다. 그 결과 1991년 

7월에는 알레이 버크함이 구축함용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첫 이지스 구축

함으로 취역되었다.

  현재는 새로운 형태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건조하기 위하여 구축함 

개량사업17) Flight II A 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지스 전투체계

의 성능과 그 형상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17) 알레이 버크 구축함이 취역한 이후 건조된 구축함은 함정자체의 성능 개량과 탑재하는 

신형장비나 무기의 종류에 따라 함정의 건조 단계를 Flight란 명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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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개량 사업은 세계적인 제반 상황과 국방예산에 따라 향을 받게 되며, 

연안작전 환경하에서 이지스 전투체계의 성능과 수행 가능한 임무 및 예산문

제가 미 해군 함정건조 정책 수립시 주된 고려요소가 된다. 이러한 제반 고려

요소들을 다양하게 종합하여 미 해군은 전투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

으며, 현재까지 7가지 이상의 전투체계 형상기준(baseline)18)이 개발되어 함정

에 탑재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다.

  위협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이 적용된 전투체계를 위함이다. 또한 미 해군은 대공전 뿐만 아

니라 각종 전술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투체계의 요소별 기술도 개발해 가

고 있으며, 이들을 새로운 이지스 전투체계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지스 전투체계의 이해를 위하여 초기부터 현재와 미래의 이지스 전투체계 

모델 및 그 변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형상기준 0, 1 

  형상기준(baseline) 0은 1983년 취역한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의 

전투체계로서 미국 최초의 이지스 전투체계 모델이다. 이후 CG-48부터 

CG-51함까지는 형상기준(baseline) 1로 발전되었다. 

  이 때의 주요 무기체계는 MK 26 선회발사대를 사용하는 SM-2 함대공

미사일(이하 SM-2 미사일 로 표기), LAMPS MK 1(대잠 헬기 시스템), 

AN/SQS-53A 소나, AN/SPY-1A 레이더 등이었다.

나. 형상기준 2

  형상기준(baseline) 2는 CG-52급 이지스 순양함 전투체계 모델로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추가되면서 발사시스템도 MK 41 수직발사체계로 교체하 다.

18) 형상기준(baseline)은 이지스 전투체계의 발전과정에 대한 명칭이며, 함운용 기간 중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과 계속 진보하는 기술수준에 따라 전투체계를 성능 개량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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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이지스 전투체계 형상변화 

BASELINE
7

SPY-1A  UYK-7  UYA-4  Mk 26  SQS-53A   LAMPS MkⅠ

Mk 41     TOMAHAWK  SQS-53A/B

SPY-1B  UYQ-21  upgrade SQS-53A/B  LAMPS MkⅢ

SPY-1B(V) (CG)
SPY-1D (DDG)

SLQ-32(V)3 SM-2 Block Ⅳ JTIDS

UYK-70 ESSM CEC Area TBMD

SPY-1D(V)  TBMD   NULKA  Advanced Processing

BASELINE
6

BASELINE
5

BASELINE
4

BASE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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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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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YK-43/44  SQS-53C

DDG 91∼107

DDG 79∼90

DDG 59∼78

CG 65∼73
DDG 51-58

CG 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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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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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PY-1A  UYK-7  UYA-4  Mk 26  SQS-53A   LAMPS MkⅠ

Mk 41     TOMAHAWK  SQS-53A/B

SPY-1B  UYQ-21  upgrade SQS-53A/B  LAMPS MkⅢ

SPY-1B(V) (CG)
SPY-1D (DDG)

SLQ-32(V)3 SM-2 Block Ⅳ JTIDS

UYK-70 ESSM CEC Area TBMD

SPY-1D(V)  TBMD   NULKA  Advanced Processing

BASELINE
6

BASELINE
5

BASELINE
4

BASELINE
3

BASELINE
2

BASELINE
1

UYK-43/44  SQS-53C

DDG 91∼107

DDG 79∼90

DDG 59∼78

CG 65∼73
DDG 51-58

CG 59∼64

CG 52∼58

CG 47∼51

다. 형상기준 3

  형상기준(baseline) 3은 1989년 2월 프린스턴(Princeton, CG-59)함이 취역되

면서 등장되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초기의 형상기준(baseline) 0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82만여 줄(lines)이었던 것이 1백만 줄 이상이나 되었고, 

코드도 초기 모델에 비하여 무려 1/3 가량이나 변화되었다. 그것의 가장 주된 

원인은 위상배열 레이더 SPY-1A가 SPY-1B로 변한 것인데 이것이 제2세대 

SPY-1 레이더이다.

라. 형상기준 4

  형상기준(baseline) 4에서는 SPY-1 레이더, 자료전시 체계(ADS), 지휘 및 

결심 체계(C&D), 무장통제 체계(WCS) 등을 위하여 AN/UYK-7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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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UYK-43B로 대체하면서 이지스 전투체계의 컴퓨터와 전시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시콘솔 AN/UYA-4를 AN/UYQ-21로, 발사통제 및 사통체계용 

컴퓨터도 AN/UYK-20을 AN/UYK-44로 각각 대체하 다. 

  형상기준(baseline) 4에서는 순양함 이외에도 구축함에도 이와 동일한 모델

을 탑재하 으며 구축함에 탑재된 이지스 전투체계로는 형상기준 4가 첫 모델

인 것이다. 

마. 형상기준 5

  형상기준(baseline) 5에서는 데이터링크 시스템 link 16의 개량과 신형의 

전술통제콘솔의 칼라그래픽 전시기를 도입하 으며, 신형의 토마호크(Tomahawk) 

발사통제체계(ATWCS: Advanced Tomahawk Weapon Control System)와 

함정간에 표적의 감시테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전술데이터 정보 교환체계

(TADIXS-B: Tactical Data Information Exchange System-B)를 이지스 전투

체계에 함께 통합할 수 있도록 하 다. 

  형상기준 5까지의 체계구조는 연합식 연결구조이었으나 형상기준 6부터는 

분산처리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바. 형상기준 6

  이 모델에서는 콘솔 내에서 자료처리 기능까지 함께 갖는 AN/UYQ-70 전

시콘솔, 협동교전능력(CEC) 체계, 합동 해상지휘정보체계 JMCIS 22와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씨 스패로우(Sea Sparrow)를 개량한 ESSM(Evolved Sea 

Sparrow)과 RAM(Rolling Airframe Missile)을 통합하여 근거리 공중 방어능

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고속, 저고도, 고기동 표적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단계 높여 주었으며, 팔랑스(Phalanx) 등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Close-In 

Weapon System)는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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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형상기준 7

  AN/UYK-43 및 44 컴퓨터와 각종 프로그램을 COTS(Commercial-Off- 

The-Shelf) 시스템으로 완전 교체하여 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체계 

구조는 개방구조(Open Architecture) 형태로 발전되어 3개(ALIS, C&D, 

AAW)의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12개의 LAN으로 구성되었다. COTS 부품 사용으

로 비용은 종래 군용 콘솔의 하드웨어에 비해 40∼50% 이상 절감되었으며, 

광섬유 LAN의 채택은 전투함으로서 생존성이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장비의 중량이나 가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형상기준(baseline) 7은 SPY-1D(V) 추적 및 사격통제 레이더의 탑재와 

TBMD 능력 구비가 가장 큰 변화이며, 전술 토마호크, 육상공격용 LASM 

(Land Attack Standard Missile), ALAM(Advanced Land Attack Missile), 

사거리 연장탄(ERGM: Extended Range Guided Munition)의 탑재로 대육상 

공격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최신 전자전체계(AIEWS: Advanced 

Integrated Electronic Warfare System) AN/SLY-2, 디코이 발사체계 MK 53, 

대잠 전투체계 AN/SQQ-89(V)15, SM-2 Block ⅣA19) 및 CEC의 탑재로 연안

전과 탄도미사일 방어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체계로 발전

하 다.

3. 이지스 체계구성 

  미 해군은 기존의 함정 공중방어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술적으로 과연 해

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술적 가능성에 그 목표를 둔 반면, 이지스 전투체

19) 최초 이지스 형상기준 7에서는 SM-2 Block Ⅳ에 개량탄두, 신형신관 및 적외선 상 

탐색기(seeker)를 부착한 SM-2 Block ⅣA를 개발하려 하 으나 SM-2 Block ⅣA 

미사일 프로그램이 예산과다로 취소됨에 따라 미 해군은 SM-2 Block Ⅳ와 SM-3 

미사일을 개조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새로 개조되는 미사일은 2003년에 실용화 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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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본적인 요구 운용성능에 그 목표를 

두었다. 미 해군이 요구한 이지스 전투체계 성능의 목표는 시스템이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 표적의 수량,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해야하는 거리, 시

스템이 대공표적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하는 거리, 시스템을 다른 전자전 환경하에

서도 향을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대전자전능력, 그리고 상대로

부터의 기만책에도 향을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만대항 능력 

등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20) 

  이런 면에서 이지스 전투체계는 여러 가지 정보 및 첩보를 통하여 분석된 

미래의 위협을 예상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기존의 공중 방어체계와 근본적

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지스 전투체계는 <그림 3-2>와 

같이 요격용 함대공 미사일인 스탠더드(Standard) 미사일 SM-2 를 기준 

으로 하여 미사일 수직발사체계(VLS: Vertical Launching System),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체계 AN/SPY-1 , 지휘 및 결심 체계(C&D: Command and 

Decision System), 자료전시체계(ADS: Aegis Display System), 무장통제체계

(WCS: Weapons Control System), 사격통제체계(FCS: Fire Control System) 

등 여러 가지 무기체계와 기능을 통합시킨 하나의 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위상배열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이것을 추적하여 

그 정보를 지휘 및 결심 체계로 전송한다. 여기서는 전술상의 기본 원칙이나 

우선 순위에 따라 함정의 다른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와 종합하여 함정의 고급 

지휘관이나 전투지휘관으로 하여금 전술상황을 파악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조치방안을 권고한다. 

20) 김 수, 해상 대공방어시스템 기술 분석 , 국방과학연구소, 1996. 1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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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이지스 체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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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함의 표적 요격절차는 <그림 3-3>(b)와 같이 우선 탐지 센서인 

SPY-1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 추적한 다음, 요격해야할 표적의 자료는 무장통

제체계(WCS)로 보내어지고, WCS에서는 표적에 대응할 함포나 대공미사일을 

지정하여 발사명령을 내린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SPY-1 레이더에서는 표적과 

발사된 미사일의 자료를 함께 계산하여 이동중인 표적쪽으로 미사일이 정확하

게 유도될 수 있도록 미사일에게 중간유도 지령을 보낸다.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하다가 최종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종말 단계에서 SM-2 미사일은 발사 

함정에서 조사(illumination)하여 표적으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전자파를 따라 

표적까지 비행하여 그 표적을 요격시킨다.

  이와 같이 이지스 전투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표표적을 3차원으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하는 SPY-1 레이더와 이 레이더의 정보

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발사된 후 공중표적을 정확하게 요격시키는 SM-2 미사일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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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함정의 공중방어 수행개념

표적

미사일

표적

미사일

요격점

반향파

연속파/
후미조사 빔반향파

후방측 빔

CW 조사

추적 빔

목표유도

호밍 원

(a) 재래식 함정

(b) 이지스 함정

표적

미사일

표적

미사일

요격점

반향파

연속파/
후미조사 빔반향파

후방측 빔

CW 조사

추적 빔

목표유도

호밍 원

(a) 재래식 함정

(b) 이지스 함정

츨처: 권용수, 유도무기체계 ,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교재, 2001. 9, p.265-266. 

가. SPY-1 위상배열 레이더

  미사일, 항공기, 전자전(EW: Electronic Warfare)등과 같은 공중 위협이 지

능화, 고기동화, 고성능화, 장사정화 됨에 따라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유럽

의 선진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위상배열 레이더(PAR: Phased Array Radar)에 대한 연구 개발을 본격화 한 

결과, 현재는 <표 3-2>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레이더 개발이 완성 단계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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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동안 공중 및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함정이 등장하 는데 이지스 전투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형상으로는 위상 배열

레이더를 꼽을 수가 있다. 이 레이더는 큰 접시형 안테나가 마스트에 설치되

는 재래식의 것과는 달리 레이더 센서가 함수를 기준으로 전방 좌우 약 30도 

방향과 후방 좌우 약 30도 방향을 향하게 함교의 4면에 부착되어 전방위 감시

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면당 4,350개의 안테나 소자를 전자적으로 스캔하여 

표적을 탐색, 식별, 추적함으로써 대략 2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수의 SM-2 미사일을 초기 및 중기 유도하

며 표적의 위협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함정에 

탑재된 전투체계의 교전을 지원한다.

<표 3-2> 위상배열 레이더의 개발 현황

(2001년 기준) 

종 류 명 칭

주

파

수

최대

탐지

거리

안테나 주사율 국 가 상 태

다기능

레이더

AN/SPY-1D S 200 km+
4면, 고정식,

수동 위상배열
- 미국

생산중

(40대 이상)

APAR I/J 150 km
4면, 고정식,

능동 위상배열
- 다국적 개발완료

EMPAR C 180 km
1면, 회전식,

수동 위상배열

60

rpm
다국적 개발완료

SAMPSON S 250 km+
2면, 회전식,

능동 위상배열

30

rpm
국 개발중

출처: 김성희 외 3명, 이지스함 -미국의 이지스함 현황 , 국방과학연구소 조사분석서, 

2001. 12,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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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Y-1 레이더는 냉전 시대 초기에 구소련의 대함 순항미사일을 탐지할 목적

으로 개발되었으며, 미 해군의 지속적인 투자로 SPY-1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체

계는 <그림 3-4>와 같이 현재와 미래의 작전 환경 및 운용 요구에 맞게 

성능 개량되고 있다. 최근의 해상작전이 대양에서 연안해역으로 바뀜에 따라 

연안 지역의 극심한 클러터 환경 특성을 갖는 연안 작전을 위해, 미 해군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연안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레이더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SPY-1D(V) 레이더이다.   

  SPY-1D(V)는 SPY-1D의 성능 개량형으로서 한국해군의 KDX-Ⅲ와 2004

년에 취역하게 될 알레이버크급 DDG 91(Pinckney) 구축함에 탑재될 레이더

이다.

<그림 3-4> 단계별 AN/SPY-1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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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성희 외 3명, 이지스함 -미국의 이지스함 현황 , 국방과학연구소 조사분석서, 

2001. 12,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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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이더는 연안의 클러터 환경과 매우 강력한 전자방해(잡음, 기만) 환경

에서도 저고도로 고속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레이더 단면적 값이 매우 작은

(소형) 표적에 대해서도 탐지/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양 

작전에서의 레이더 성능도 강화되도록 설계되어있다. 더욱이 이 레이더는 

정보 우위, 고기동, 정  교전, 전방위 방어와 같은 합동 및 다국적 전투개념

들을 구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1)

  SPY-1D(V) 레이더는 해면에 착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전역탄도미사일

(TBM)의 탐지, 추적, 표적 지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펄스 도플러 획득과 추적 파형 및 신속한 탐지율 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레이더는 이중 빔(dual beam) 탐색능력을 추가함으로써 이동표적 

지시기(MTI: Moving Target Indicate) 기능 향상에 따라 요구되는 처리시간

의 증가와 함께 탐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중 빔 탐색능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배치된 배열로써 동시에 두 방향을 탐색할 수가 있다. 

수신되는 탐색 데이터는 4개 채널로 된 신호처리기 중 두 개 채널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이중 빔으로써 표적을 탐색하면 심한 클러터 및 추적

환경에서도 레이더의 탐색 데이터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다.

  MTI 기능은 클러터를 제거함으로써 클러터에 의해 가려진 이동 표적을 추출

하고 일정 잡음 수준(noise floor) 이하의 클러터를 감소시켜 순간 탐지 회수

를 줄여준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전송된 추적 정보 및 전투 정보실(CIC: 

Combat Information Center) 운용자에게 전시되는 전술 상황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MTI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시스템 개량에서 가용성과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레이더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고장을 탐지하고 분리해내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기술로 새로이 개발된 작동준비 및 시험체계(ORTS: Operational Readiness 

Test System)는 레이더를 더욱 쉽게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로운 연안 작전 능력을 갖추는 것 이외에, SPY-1D(V) 레이더는 해군의 

21) 김성희 외 3명, 전게서,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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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방어 임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이 레이더가 개량된 신호처리기에 내재해 있는 설계의 유연성과 증대된 평균 

전력 및 향상된 송신기의 파형 안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수직발사체계

  해군 함정에 대한 공중위협은 대함 순항미사일의 확산보다는 미사일에 적용

된 신 기술의 측면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지스 전투체

계를 활로 간주한다면 SM-2 미사일은 화살이라 할 수 있다. 이지스 전투체계

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SM-2 미사일은 세계의 첨단 함대공 미사일로 

끊임없이 개량되고 있다. 현재 미 해군은 전역탄도미사일의 지역방어능력을 

위하여 SM-2 Block Ⅳ를 개량하고 있다. 

  미 해군이 개량된 SM-2 Block Ⅳ 미사일을 실용화하여 해상에서의 전역탄도

미사일방어(TBMD) 능력을 갖출 경우, 이지스 전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군 함정의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공중 위협과의 대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함정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는 함정탑재 

대공미사일을 통해 공격해 오는 공중 위협을 탐지에서부터 요격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있다. 대응시간의 단축은 수직 미사일 발사대를 

개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표 3-3>은 발사대별 특성을 간략히 

비교하 다.

  이지스 전투체계의 첫 번째 탑재함인 타이콘데로가 순양함은 동시에 18기의  

SM-2 대공 미사일의 유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타이콘데로가함이 연속하여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수는 겨우 4기밖에 안되었는데, 그 원인은 미사일 발

사대의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 발사대에 재장전할 때에는 반드시 발사대를 일

단 미사일 저장고의 장전구까지 선회시켜 발사대 레일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 

미사일을 1기씩 집어 올려서 장전을 하 기 때문에 재장전 시간이 오래 걸리

고 이지스 전투체계에 대응되는 동시 연속 발사가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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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발사대별 특성 비교 

구  분 기계식 발사대 수직 발사대

발사간격 10초 이상 2초 이내

호 환 성 SM-2 Only

 
 o SM-2 Block Ⅲ,ⅣA

 o TACTOM, ALSM, SLAM

 o ESSM

 o VLA

신 뢰 성 낮음 높음

출처: 김 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플라이트 ⅡA와 이지스(AEGIS) 전투체계 , 

해군전투발전단, 전투발전연구 2001년 제8호, p.617.

  MK 41 수직발사체계(VLS: Vertical Launching System)는 이런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는데, 이 발사대를 이용하여 SM-2 미사일은 

물론, 토마호크와 수직발사 대잠로켓(VLA: Vertical Launch Anti-submarine 

rocket)도 함께 발사할 수 있다. 수십기의 각종 미사일을 수직으로 격납하

고 필요에 따라 단발에서 동시 연속 발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반응시간을 단축시켰으며, 기계식 선회발사대와 같은 재래식의 미

사일 발사대보다 휠씬 많은 수량의 미사일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MK41 VLS는 미사일 수납 캐니스터(canister) 8개를 한 조로 하여 8기를 

수납할 수 있는 모듈화된 수직 발사대 겸 탄약고와 발사통제장치로 구성되며, 

한 개의 모듈은 4개의 캐니스터를 2열로 늘어놓은 구조체로 강철의 캐니스터,  

셀(cell) 헤치, 배기연통로, 발사 시켄스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냉각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경우 함수 주갑판 주포 뒷부분에 4모듈, 함미 헬기

갑판 앞쪽의 주갑판에 8모듈이 배치되어 있으며, 미사일의 적하역 목적으로 

함수와 함미 수직발사대 내에 각각 한 대씩의 스트라이크 다운 모듈(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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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module)이 갖추어져 있다. 이 스트라이크 다운 모듈은 미사일 재장전시 

사용되는 유압 크레인 장치로 3개의 셀(cell) 공간을 차지하므로 함수에는 최대 

29기, 함미에는 최대 61기의 미사일을 저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MK41 VLS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높은 생존성이다. 선회 발사대처럼 발사각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발사대 

구동이 필요치 않으므로 선회발사대에 비하여 반응시간이 짧기 때문에 360도 

전방향 및 고도에서 오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발사대와 

미사일을 방호성이 높은 갑판하에 수용하여 몇 기의 발사대가 손상되거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발사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 생존성을 

증대시켰다. 둘째, 스텔스성 개선이다. 미사일 발사대가 갑판하에 수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갑판 상부 장비가 감소하 기 때문에 함정의 RCS를 감소시켜 

적으로부터의 탐지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셋째, 운용의 다양성이다. 대공, 대함, 

대잠용 미사일 등 수십기의 각종 미사일을 함께 장착할 수 있어 용도별 전용

발사대를 줄 다. 넷째, 화력의 증대이다. 이지스 구축함의 함미쪽 발사대는 

종래의 레일형 발사대와 같은 공간에 61기나 되는 많은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다. 각 모듈(8기)은 동시에 2기의 미사일을 발사 준비 상태로 할 수 있으며, 

미사일 발사 속도는 매초 1기로 동시에 1개함에서 2기를 발사할 수가 있다. 

다섯째, 저렴한 비용이다. 발사대와 저장고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일체형으

로 되어 있어 복잡한 급탄 장치가 불필요하므로 구입 비용 및 유지비가 저렴

하고 신뢰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공중위협에 대해 전투함정의 완벽한 방어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회발사대보다는 수직발사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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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지스 구축함의 대함 순항미사일 방어능력 고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감에 따라 대함 순항미사일의 발사플랫폼이 지

상, 해상 및 공중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해상 작전 역이 크게 확대됨

에 따라 함정 자체의 생존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초고속, 3차원 

운동성, 스텔스화 및 지능화에 따른 종말단계에서의 다양한 공격형태는 방어

입장에 있는 함정에 비해 공격적인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22). 이러한 대함 

순항미사일은 최근에 있었던 수차례의 해전을 통해 함정에 대해 가공할만한 

위협성과 경제성이 입증되었다.

  해군의 경우 세력투사 및 지상군 지원을 위한 연안작전은 물론, 해양통제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원․근해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해상 작전시 해군 

함정은 광활한 작전공간을 가지므로 해상에서 함정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첨단 방어무기체계로 다층(중)방어망을 구성하면 방어의 효율성

을 증대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방어하는 함정

에 있어서 100%의 방어를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초저고도의 접근하는 대함 순항미사일 경우, 이러한 표적들에 대응 및 

교전할 수 있는 시간은 과거 수분에서 현재는 불과 몇 초 이내에 함정에 접근

하게 된다. 재래식 레이더와 함포를 보유한 함정은 미래 전장에서는 거의 

생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국가의 해군이든지 

대함 순항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자국의 연ㆍ근해 및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재래식 레이더와 SPY-1 레이더의 성능에 따른 함정에서의 대함 순

항미사일 대응시간과 함정의 스텔스 설계를 통한 공중 방어능력에 대해 고찰

해 보고자 한다.

22) 권용수, 대함 유도무기체계의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2집」, 

해군해양연구소, 1999. 6, pp.6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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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함 순항미사일 방어 기본요소 

  최근 해상 공중방어 전문가들은 적의 대함 순항미사일 공격에 대항하는데 

기초가 되는 다섯가지의 토대(기본 요소)를 마련하 는데 그것은 반응시간

(reaction time), 구역방어범위(area coverage), 화력(firepower), 환경대처 능력

(environmental resistance), 그리고 가용성(availability) 등이다.23)

  반응시간은 방어측에서 공격해오는 표적을 탐지하고, 위협분석, 무장 할당, 

그리고 요격무기를 발사할 때까지의 전체 소요시간으로 정의된다. SPY-1 

레이더는 표적을 초기에 탐지한 직후, 위협표적에 대하여 레이더 빔을 바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몇 회전을 해야 표적을 확정, 탐지하는 회

전방식의 재래식 레이더보다 휠씬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SPY-1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한 직후 고속 데이터 처리로써 사격통제를 

위한 표적 추적을 시작하며 표적에 대한 위협평가 및 무장할당 직후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래식 레이더는 사격통제 기

능을 위하여 안테나가 표적쪽으로 향하기 위한 안테나 회전, 표적을 포착하

는 표적획득, 그리고 표적의 추적 등의 3단계의 일을 수행해야 하므로 

SPY-1 레이더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구역방어범위는 우군 또는 적으로부터 공격 향권에 있는 참가 함정을 보

호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구역방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자함을 횡단

하여 우군 세력 쪽으로 향하고 있는 대함 순항미사일을 자함에서 요격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자함방어 시스템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일부 미사일 방어시

스템은 횡단표적에 대한 요격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M-2 미사

일 등과 같이 구역방어용으로 개발된 전투체계를 보유해야만 구역방어 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화력은 적이 발사한 대함 순항미사일이 표적을 격파시키기 전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요격 미사일의 대응가능 발사 수량을 말한다. 화력에 있어서의 기본

23) 해군본부 AEGIS Ⅱ , 「기술정보」216호, pp.34-35.



- 30 -

적인 요소는 발사되어 동시에 공중에 위치한 미사일의 수량, 발사율, 그리고 

요격미사일의 요격효과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장거리에서 위협을 탐지하고, 표적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안 신속히 반응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화력면에서 현저한 

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투체계 내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함정으로부

터 별도 지시가 없어도, MK 41 VLS는 고성능 항공기와 대함 순항 미사일을 

향하여 SM-2 미사일을 자동으로 발사하게 된다. 

  환경대처 능력에는 적의 레이더 재밍에 대한 회피능력과 재밍, 악천후, 클러터 

환경하에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탐지, 추적,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

  SPY-1 레이더는 S-밴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천상황에서도 

대기에 의한 감쇄가 극히 낮다. 부엽(sidelobe)이 낮고 레이더의 주 빔 폭이 

좁으며, 다중 파형과 주파수를 사용하고, 출력이 높으며, 펄스 압축기법과 

최신의 신호처리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전자전 상황하에서 최대의 적응력을 

가지므로, 일정 속도로 이동하는 표적을 포함하여 가속도가 큰 표적까지도 

추적이 가능하다. 적응력이 좋은 신호처리 기법의 채택으로  SPY-1 레이더

는 대전자전 상황하에서도 표적을 탐지할 기회가 최대가 되도록 하 다. 

  가용성은 대함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대공미사일이 요구된 요격 임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있는 확률로 정의된다.

  기계적 요소의 감소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의 고장 발생 요소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용시험 결과 99%이상의 가용성이 

입증되고 일주일 동안 평균고장시간(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을 확인한 결과 MK 41 VLS는 다른 미사일 발사대 보다도 10배 이상이나 

감소되었다. 

  걸프전시 미 해군은 중동 해역에 이지스함을 9척이나 파견하 다. 그 중 벙커 

힐(Bunker Hill)함에서는 계획정비제도(PMS: Plan Maintenance System)에 따

른 주간정비 4시간이 소요된 것 뿐 시스템은 100% 가용한 상태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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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더 탐지성능에 따른 대함 순항미사일 대응가능시간

  함정은 해상에서 운용되므로 탐지거리는 레이더 성능이외에 해면의 곡면

(horizontal curvature)에 의해 제한을 받게된다. 즉 고주파의 레이더파일수록 

수평선 넘어 도달하는 에너지가 작으므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나 미사일 

그리고 적 수상함의 탐지거리는 레이더 성능에 의한 것보다 수평면에 의해 더 

향을 받게 된다. 해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레이더의 성능이나 기타

의 요소가 변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24)

               Rh=1.23( hradar+ hascm) [NM]                        (3.1)

  여기서, hradar와 hascm은 각각 레이더와 대함 순항미사일의 고도(ft)를 나타

낸다. <그림 3-5>와 같이 자함의 레이더 고도를 55ft로 고정하고 대함 순항미

사일의 고도가 100ft일 때 최초 레이더 탐지거리는 21.6마일이 되며, 대함 순

항미사일의 고도가 40ft일 때 최초 레이더 탐지거리는 16.9마일이 된다. 

  최초 레이더 탐지거리 공식은 실제 레이더의 성능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며 레이더 탐지거리에 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명백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거리 공식으로부터 예측된 탐지거리는 실제보다 적게 

탐지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함 순항미사일이 고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레이더 

탐지거리는 짧아지게 되고 함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시간도 그만큼 짧아

지게 되어 함정의 생존성을 위협하게 된다.  

24) Ball, R. E., The Fundamentals of Aircraft Combat Survivability Analysis and Design, 

AIAA, 1986,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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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표적고도에 따른 레이더 탐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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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서 공중방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레이더의 탐지성능에 따라 공중방어 

능력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회전방식의 재래식 레이더는 각 회전주기(통상 

4초)마다 한 번씩 탐색하는 방향에 대한 표적자료만을 처리한다. 

  이런 레이더로써 표적을 확정, 탐지하기까지는 레이더가 표적을 3회 연속 

주사해야 하며, 표적에 대응하기 전 표적의 침로와 속력을 산출하기까지는 

그로부터 2∼3회 더 주사가 필요하며 회전율에 따라 최초 탐지로부터 추적까

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위상배열 레이더(PAR)를 사용할 경우 

동시에 많은 빔이 송ㆍ수신되기 때문에 최초 탐지한 빔의 자료에 다른 빔 자료

가 거의 동시에 입력되면서 프로그램화된다. 따라서 표적 확정시간도 불과 몇 

리 초밖에 되지 않으며, 표적의 침로 및 속력도 1초 이내에 결정된다. 그

러므로 고속 저공 비행표적에 대응하는 대응시간도 지극히 짧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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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레이더별 대함 순항미사일 방어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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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 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플라이트 ⅡA와 이지스(AEGIS) 전투체계 , 

해군전투발전단, 전투발전연구 2001년 제8호, p.556.

  위상배열 레이더의 최대의 장점은 <그림 3-6>에서 보는바와 같이 반응시간

의 대폭적인 감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상배열 레이더가 재래식 레

이더와 비교하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성능면에서 볼 때 <표 3-4>와 같이 PAR는 재래식 레이더에 비해 월

등히 우수하다. 위상배열 레이더 한 대는 3-D 대공탐색 레이더 한 대와 2-D 

대함 탐색레이더 한 대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사통 

레이더 20대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또한 위상배열 레이더는 미사일에 표적자

료를 송신하고 미사일은 비행자료를 수신함으로써 미사일을 정확하게 표적까

지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레이더의 탐지성능에 따른 반응시간 측면에서 볼 

때, 재래식 레이더의 반응시간 증가는 21세기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공격에 취

약하므로 신개념의 신형 함정에 장착되는 레이더는 회전방식의 레이더보다

는 고정방식의 위상배열 레이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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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체계 반응시간 감소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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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추적 표적지정 무장지정 대공미사일
발 사

반응시간 감소

출처: 김 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플라이트 ⅡA와 이지스(AEGIS) 전투체계 , 

해군전투발전단, 전투발전연구 2001년 제8호, p.553.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함정에서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었을 경우 고

속/고기동화, 장사정화, 지능화 및 고도 정 화, 스텔스화 되어 가는 대함 순

항미사일의 위협에 어느 정도의 대응가능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

다.

  <그림 3-7>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협표적은 아음속 순항미사일과 초음

속 순항미사일로 하 으며 표적의 고도는 40ft와 100ft로 분류하 다. 통상적

으로 대함 순항미사일의 순항고도가 9∼15m(또는 30m) 유지하고 있는 추세25)

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탐지거리 공식에 따라 순항단계의 대함 순항미

사일을 탐지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위협 표적의 고도를 40ft와 100ft로 분류하

다.   

  자함으로부터 5마일 지점에서 위협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대응가능시간을 

<그림 3-7> (a)에 도식화하 으며, (b)는 대함 순항미사일의 고도와 속력에 따른 

함정에서의 대응시간을 나타낸다 

25) 김 수, 함대함 미사일의 발전과정과 특성변화 , 국방과학연구소, 1998. 7,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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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자함으로부터 5마일 지점에서 차단 가능시간

(자함 레이더 고도: 55ft, 대공미사일 속력: 마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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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응가능시간은 함정에서의 지연시간을 의미한다. 즉, 표적을 탐지한 

후 표적의 추적, 사격문제해결, 지휘결심, 대공미사일 발사 등 표적탐지에서 미사일 

발사에 이르는 동안의 시간이므로 함정에서의 지연시간이 대응가능시간보다 

클 경우에는 자함으로부터 5마일 이상 거리에서 표적을 요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표 3-5>와 같이 공중 방어능력이 부족한 우군함정이 이지스급 함정

으로부터 10마일 떨어져 있을 경우, 이지스급 함정은 10마일보다 더 멀리 떨

어진 지점에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함 순항미

사일의 고도가 40ft, 속력이 마하 0.9 일때는 약 20초의 대응가능시간을 가질 수 

있으나, 대함 순항미사일의 속력이 마하 1.8 일 때는 대응가능시간이 -0.9초로 함

정에서 표적을 접촉한 후 발사시까지의 지연시간 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듯이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화된 무장체

계를 갖춘다고 해도 센서의 탐지능력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함정 자체방어뿐

만 아니라 나아가 구역방어를 통한 고가치(HVU: High Value Unit) 함정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표 3-5> 자함으로부터 10마일 지점에서 차단 가능시간(초)

(자함 레이더 고도: 55ft, 대공미사일 속력: 마하 2.5)

    고도
     (ft) 
속력
(마하)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9 -3.5 6.1 13.6 19.9 25.5 30.5 35.1 39.4 43.5 47.3

： ： ： ： ： ： ： ： ： ： ：

1.5 -10.8 -5.0 -0.5 3.2 6.6 9.6 12.3 14.9 17.3 19.6

1.6 -11.5 -6.0 -1.8 1.7 4.8 7.6 10.2 12.6 14.9 17.1

1.7 -12.1 -6.9 -3.0 0.3 3.2 5.9 8.3 10.6 12.7 14.8

1.8 -12.6 -7.7 -4.0 -0.9 1.8 4.3 6.6 8.8 10.8 12.7

1.9 -13.1 -8.5 -4.9 -2.0 0.6 3.0 5.1 7.2 9.1 10.9

2.0 -13.5 -9.1 -5.8 -2.9 -0.4 1.7 3.8 5.7 7.6 9.3

： ： ： ： ： ： ： ： ： ： ：

2.5 -15.2 -11.7 -9.0 -6.7 -4.7 -2.9 -1.2 0.2 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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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더 반사면적(RCS)에 따른 기만확률

  미래전의 양상은 과거의 누가 보다 위력적이고, 정확하게 공격하느냐 로

부터, 한 단계 향상된 누가 보다 먼저 발견하고,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공격

하느냐 에 따라 해상권의 우위성 확보가 결정되어진다. 그러므로 적에게 조

기에 발견되지 않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은 필수 요구조건이 되

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스텔스 전투함을 채택하여 전력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의 비 스텔스 함정도 장기적인 계획아래 스텔스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미래의 스텔스 함정에 대한 개념도 구상하여 벌써 추진중에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실정은 기초 연구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함정

에 대한 스텔스화 개념 적용도 신형구축함(KDX)에 스텔스 기술이 다소 반

되었을 뿐이다. 스텔스 기술을 함정에 도입함에 따라 수상함정의 무장, 센서, 

통신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장비를 함내에 수용함으로써 선체의 대형화가 필연

적이고 성능 대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스텔스의 최적화라는 요인의 상관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함정 스텔스화는 미래 

전장환경의 우위성 확보에 관건이 되는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

중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함정을 스텔스화 한다면, 대함 순항미사일의 함정 명중율이 떨

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 

논문26)27)28)을 통해 함정의 RCS를 낮출수록 생존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26) 김 주 외 1명, 함정 RCS 축소에 따른 방어 효과 모델링 연구 ,「국방기술연구」 제5권 제1호, 

국방과학연구소, 1991. 1.

27) 양한진, 고차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2차원 도체의 레이더 반사면적 계산 , 군사과학대학원 

석사논문, 1998. 1.

25) 부성윤, 함정 RCS 감소와 위협 회피 효과 , 「제2회 해상무기체계발전세미나」, 

국방과학연구소,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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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레이더 반사면적(RCS)에 따른 레이더 탐지거리

  물체의 레이더 반사면적(RCS) σ는 개념적으로 물체에서 반사된 전력과 물

체에 입사한 전자파의 입사전력비로 정의되며 RCS에 따른 레이더 탐지거리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29)

                 R max = [ PtㆍGㆍAeㆍσ(4π)2Smin ]
1
4

                      (3.2)

  여기서 Pt는 출력(watts), G는 안테나 게인, Ae는 효과적인 안테나 개구면

적(m²), Smin은 최소탐지가능신호(watts), σ는 RCS(m²)를 나타낸다. 식

(3.2)에서는 표적의 RCS에 따라서 레이더의 최대탐지거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지스급 함정이 100마일에서 1m²의 RCS를 가진 표적을 탐지한다면 

0.1m²의 RCS를 가진 표적은 56마일에서 접촉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8> RCS에 따른 레이더 최대탐지거리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RCS(m 2)

최
대

탐
지

거
리

(N
M

)

56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RCS(m 2)

최
대

탐
지

거
리

(N
M

)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RCS(m 2)

최
대

탐
지

거
리

(N
M

)

56

29) Stolnik, M. I., Introduction to Radar System, 2nd Edition, McGraw-Hill, Inc, 198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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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에서 알 수 있듯이 RCS가 낮을수록 표적을 탐지하는 거리가 짧

아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자함의 RCS를 축소하게 되면 적의 레이더로부터 

탐지되는 확률을 축소시켜 발견되지 않거나, 원거리 공격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함정의 스텔스 통해 대응시간 증대나 방어수단의 조기강구 등의 대

책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함정 RCS 추정

  미 해군 연구소(NRL: Naval Research Laboratory)에서 발표한 함정의 톤수

와 사용 주파수에 따른 RCS를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레이더 반사면적 σ

는 다음 식으로 산출된다.30)

                      σ=  52ㆍf
1
2ㆍD

3
2  (m 2 )                        (3.3)

  여기서, f  는 대함 순항미사일의 레이더 주파수(MHz)이며, D  는 함정의 만

재 배수량(kiloton)을 나타낸다. 현재 운용되는 대함 순항미사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E, I, J 밴드(2∼20 GHz)이다.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밴드(8∼10 GHz)로 3,500톤급 구축함을 탐지할 때 RCS는 30,454∼

34,049 m 2(44∼45dB) 정도가 되며, 7,0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을 탐지할 때는 

RCS가 86,138∼96,305 m 2(49∼50dB) 정도가 됨을 추정할 수 있다. 

  함정을 모두 금속으로만 건조한다면 상대 레이더파를 더 많이 반사시킬 것

이다. 비록 구조물을 잘 형상화하여 RCS를 줄일 수 있지만, 모든 방위각에 대

한 함정의 레이더 반사면적은 함정을 형상화하여도 실제 구조물 가시 표면적

(visible surface area)의 1
4
이하로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Skolnik, M. I, 상게서, pp.36-46.



- 40 -

<그림 3-9> 함정 RCS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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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표면적은 역으로 함정의 배수량과 관계가 있고, 그 결과 금속으로 

건조된 특정 톤수의 함정은 필연적으로 평균 RCS가 정해져 버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레이더 흡수 구조재(SRAM: 

Structure Radar Absorbent Material)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레이더 흡수 

구조재의 강성은 금속보다 아주 낮아서 설계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성질과 철강에 버금가는 강도 등 우수한 성질의 레이더 

흡수 구조재를 개발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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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CS에 따른 기만확률

  대함 순항미사일을 기만하기 위해 디코이를 발사할 때 전개된 디코이의 

RCS와 함정의 RCS가 동일하다면 대함 순항미사일을 기만할 수 있는 확률 Pd

는 50%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상 대함 순항미사일의 센서의 특성에 따라 표

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확률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것을 정확히 모델링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이때의 탐색기 및 디코이가 성공할 확률을 상호 

50%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 가정으로부터 전개된 디코이의 RCS가 함정의 

RCS보다 클 때의 디코이의 성공확률을 유도할 수 있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

다.31)

            P d = 0.5 - 0 .5 σ d/σ r +  0.5 σ s/σ r,                  (3.4)

                   (σ d - σ r) ≤ σ ≤ (σ d + σ r)

            P d = 0,   σ ≥ σ d + σ r                                (3.5)

            P d = 1,   σ ≤ σ d - σ r                                (3.6)

  여기서 σ s  ,  σ d  및  σ r는 각각 함정, 디코이 및 디코이의 분리 RCS을 나

타내며, 여기서  σ r  는 6dB로 하 다. <그림 3-10>은 식(3.4)∼(3.7)을 이용하

여 디코이의 RCS 대 함정 RCS 변화에 따른 디코이의 성공확률을 계산하

다. 함정의 RCS가 50dB 일 때 디코이의 RCS가 45dB 이하일 경우는 10% 미

만의 기만확률을 가지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100% 피격을 당하지만 디코이의 

RCS가 50dB인 경우는 디코이가 성공할 확률은 50% 임을 알 수 있다. 한 연

구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이지스함의 경우 동일 배수량형 함정보다 6dB정도 

RCS가 감소하 다고 한다.32) 이러한 RCS 감소자료를 근거로하여 함정의 

RCS를 50dB에서 44dB로 축소 설계하게 된다면 디코이 RCS가 50dB이상에서

는 대함 순항미사일을 기만할 확률이 10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31) 김 주 외 1명, 전게서, p.131.

32) 부성윤, 전게서,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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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RCS에 따른 기만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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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에서 디코이를 한 발 발사하 을 경우, 함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코이

가 RCS를 얼마만큼 형성할 지는 정확히 언급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자료를 통

해서 함정 운용 요원들은 전장상황에 따라 회피기동과 디코이를 몇 발 정도 

발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호주가 공동으로 

개발한 능동유인 디코이 Nulka의 경우, 시험결과 미사일 유인성공율이 90% 

이상되어 스탠다드 미사일의 격추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함정의 RCS 감소 설계는 함의 생존성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다. 이지스 구축함은 적의 무장 및 센서에 의

한 피탐율이 감소되도록 설계된 최초의 함정으로 외관상 주 갑판을 기준으로 

상하로 좁아지는 마름모형으로 설계하고 마스트를 뒤로 눕힌 형태로 설계하

33) 김봉석, 함정탑재형 디코이의 기술현황 분석 , 국방과학연구소, 1997. 12,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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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측과 상부 구조물에 경사(최소 10˚)와 라운드(round)를 주어 RCS를 

최소화하 다. 또한 전파 흡수를 위하여 복합재료(RAM: Radar Absorbent 

Material)를 대폭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흡수재 코팅(Rubber Coating) 처리

가 된 라이프 라인(lifeline)과 마름모형 지주대를 설치함으로써 전체 구조를 

스텔스화하 다. 이 외에도 적외선 방사대책으로 배기열 분산을 위해 연돌을 

확산기(diffuser) 형태로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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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네트워크 전장관리와 협동교전능력

제1절 네트워크 중심전

1.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은 다변화된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센서와 지휘통제체계(C2: Command and 

Control) 그리고 슈터를 네트워크 함으로써 상황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지휘속력

을 증가시키고 작전템포를 가속화시키며 자기동기화(self-synchronization)와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정보우위의 작전개념이다.

  따라서, NCW의 탐지, 지휘, 통제 및 교전능력은 디지털 데이터 링크를 통

해 강력하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네트워크 중심전의 전력상승은 네트워크 

노드간의 정보 증가와 정보의 질 및 적시성에 기인한다. 정보량의 증가는 전

장 상황인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정보의 정확성을 증가시킨다. NCW는 

시너지적이고 협동적인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와 자산의 공유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므로 NCW는 정보의 우위와 전투공간 내 객체간의 효과적인 연결

을 통해 센서와 슈터를 직접 이동시키지 않고도 다른 여러 표적과 교전을 가

능하게 한다. 즉 NCW는 전투공간에 분산되어 있는 지휘통제체계를 지닌 플

랫폼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전투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34) 그러나 

NCW는 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방식으로 

전투공간 객체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고성능의 통신과 

계산능력이 요구된다.   

  네트워크 중심전의 기본 개념은 <표 4-1>과 같이 정리하 다.

34) 권용수, 네트워크 전장관리체계 발전방안 , 국방대학교 「안보연구시지즈 제2집 5호」, 

2001. 12,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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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네트워크 중심전의 기본 개념

CEC: 센서-C2-슈터 네트워킹적용 예

전투공간의 인지와 지식 공유로 협동적 작전집행과

자기동기화 능력

지휘속도증가:  OODA주기 단축

효과의 집중 달성 능력

자기동기화 능력으로 템포와 반응성 증가

군사적
이 점

플랫폼중심(PCW)→네크워크중심(NCW)

소모중심(attrition)→지휘 속력중심(speed of command based)

패러다임
변 화

지리적으로 분산된 세력의 연계운용

정보흐름 기반의 지식능력 보유

전투공간 객체 사이의 효과적 연결

개 념

모든 전투원에게 정보공유 능력 제공

전투공간에 대한 공통상황인식과 자기동기화 능력을 제공하여

군사작전의 정보우위 달성

전투프로세서의 효과적 연결로 상승효과 유발

목 적

네트워크를 통한 슈터-C2-슈터 연결구조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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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중심(PCW)→네크워크중심(NCW)

소모중심(attrition)→지휘 속력중심(speed of command based)

패러다임
변 화

지리적으로 분산된 세력의 연계운용

정보흐름 기반의 지식능력 보유

전투공간 객체 사이의 효과적 연결

개 념

모든 전투원에게 정보공유 능력 제공

전투공간에 대한 공통상황인식과 자기동기화 능력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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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네트워크를 통한 슈터-C2-슈터 연결구조개념

출처: 김 길, 임길섭, 전병욱,「네트워크화 무기체계 전투기여 효과분석을 위한 기반 연구」 

(연구보고서 지00-1529: 국방연구원, 2000), p.25.

  네트워크 중심 전투는 프로세스 모델과 네트워크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프로세스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 4-1> (a)와 같이 센서-C2-슈터 사이

의 정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격자(Information Grid)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정보격자는 센서격자(Sensor Grid)와 슈터격자(Shooter Grid)로 구분

된다.35) 이 모델에서 센서격자는 전장공간의 인지를 제공하고, 전장인지와 전

투작전을 동기화하도록 해주며, 정보의 유통 속도를 증가시켜 준다. 슈터격자

는 센서와 슈터가 전장상황을 공유하게 해주어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생성

하여 통합전투력을 극대화시켜준다. 

35) 김 길, 미래 해상전 수행개념 : 네트워크 중심 전투개념 , 주간국방논단 제 761호

(99-13), 국방연구원, 1999. 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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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세스 모델의 관점

정보격자

센서격자

슈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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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터

객체 통제

통제

정보

정보

정보

파괴된
객체

정보격자

센서격자

슈터격자

센서

지휘통제

슈터

객체 통제

통제

정보

정보

정보

파괴된
객체

  

(b) 네트워크 모델의 관점

센서격자
“탑재체계 ”

센서격자
“응용체계 ”

슈터격자
“응용체계 ”

슈터격자
“탑재체계 ”

센서격자
“탑재체계 ”

센서격자
“응용체계 ”

슈터격자
“응용체계 ”

슈터격자
“탑재체계 ”

<그림 4-1> 네트워크 전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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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b)는 네트워크 모델의 관점에서 센서-C2-슈터의 연결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내었다. 정보 네트워크(즉, 정보격자)는 센서와 슈터들을 

위한 전산 및 통신기반을 제공하며, 센서격자와 슈터격자의 응용체계들은 다

양한 형태의 지휘통제 및 정보처리 체계들로 구현되어 네트워크 어느 곳에서

도 연결하기만 하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센서 또는 타격체계와 연

동하여 작전할 수 있다.  

  인터넷 프로토콜의 개발자인 메트칼프(Metcalfe) 법칙에 따르면 <그림 4-2>와 

같이 네트워크에서 노드(node)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면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

치 또는 효율성은 노드 수의 승수에 비례한다. 잠재적 가치는 노드사이의 상

호작용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네트워크 상의 모든 n 노드에 대해 n-1 

개의 잠재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즉, n 노드의 네트워크에 있어 상호작용을 창

출하는 잠재적 가치의 전체 수는 n(n-1) 또는 n2-n이 되며, 노드 수 n이 클 

때 잠재적 가치는 n2에 비례한다.

 n=3인 네트워크에 대한 잠재 상호작용 가치

3ㆍ2 = 6

<그림 4-2> 메트칼프 법칙

노드 2

노드 3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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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존의 플랫폼 중심 전투개념의 총 전투력은 단순히 각 플랫폼이 갖는 

전투력의 합으로 계산되었지만,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에서는 네트워크화된 

플랫폼들이 증가된 전투력, 즉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시너지는 

전체 플랫폼 전투력의 합에 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메트칼프의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합(Σ)은 플랫폼 전투력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플랫폼과 플랫폼 또는 부대와 부대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

은 일률적으로 가치의 증가가 발생하기보다는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전투작

전의 상호 의존성, 즉 전투협조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전투에서의 상호 의존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총 전투력 산출 

공식에서 개별 플랫폼 전투력의 제곱보다는 시너지 효과라는 항을 사용하여 

연결된 부대 수의 제곱과 이들 사이의 상호의존도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36)

2. 플랫폼 중심전과 네트워크 중심전 비교

가. 정보흐름 관점

  플랫폼 중심전(PCW: Platform Centric Warfare)에서 플랫폼 중심 슈터는 탐

지와 교전능력이 동일 플랫폼 상에 있는 플랫폼 중심 교전을 나타낸다. 이러

한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획득한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표적에 대해 

제한된 교전 능력을 갖는다. 

  대부분의 전투체계에 있어 슈터는 지휘통제 능력과 함께 운 된다. 플랫폼 

중심 슈터가 음성망을 통해 탐지능력을 갖는 지휘통제 노드에 연계되어 있을 

때 존재하는 작전상황을 <그림 4-3>에 나타냈다. 지휘통제(C2: Command 

and Control) 노드는 C2 노드 자체 또는 그 외부에 위치해 있는 센서가 제공

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제한 수준의 상황인지를 생성한다. 대부분의 경우, C2 

노드의 상황인지는 슈터를 교전구역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36) 김 길, 상게서,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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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슈터가 곧바로 교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다. 더욱이, C2 

플랫폼과 플랫폼 중심 슈터가 음성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2 노드와 

슈터 사이의 모든 정보 교환은 음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많은 우군

과 적군이 근접해 있는 고 도 전장환경에서 C2 노드와 플랫폼 중심 슈터 사

이의 음성 정보 교환의 문제점은 정확한 상황인지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일을 

매우 어렵게 한다.   

<그림 4-3> 지휘통제와 플랫폼 중심 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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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vid S. Alberts, Network Centric Warfare : Developing and Leveraging 

Information Superiority 2nd Edition  (CCRP, 2000),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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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네트워크 중심 작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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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vid S. Alberts, Network Centric Warfare : Developing and Leveraging 

Information Superiority 2nd Edition (CCRP, 2000), p.101. 

  이와는 대조적으로, NCW의 탐지, 지휘, 통제 및 교전능력은 디지털 데이터

링크를 통해 강력하게 네트워크화 되어 플랫폼내의 센서-C2-슈터 및 플랫폼-

플랫폼 사이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증가된 정보의 흐름은 전장 상황인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정보의 정확성

을 증가시켜준다. NCW는 시너지적이고 협동적인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

와 자산의 공유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NCW는 정보를 적절히 처리

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방식으로 전투공간 객체 사이에서 연

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고성능의 통신과 계산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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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W와 전통적인 전투수행방식과의 큰 차이는 NCW의 슈터가 자신의 고유 

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결심권자가 또한, 자신의 고유 슈터가 없다. 플랫

폼 중심작전에서, 플랫폼은 무기를 탑재하며 탑재된 무기는 자신의 센서체계

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공중방어에서 호크미사일 포대장은 자신만의 독자 

센서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운용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 센서체계의 정보는 다른 작전에 이용될 수 없으며 무기 또한 다른 작전

에 할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NCW에서는 작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전투공간에 대응해 탐지, 결심 및 실시의 세가지 작전요소를 서로 

협력하여 운용한다. <그림 4-3>은 외부 탐지체계에 의해 정보를 받으며, 인접

하여 작전하는 두 개의 플랫폼 중심 슈터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경우, 실시간 

교전정보는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없으며 전투력 역시 극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림 4-4>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에 관련된 부가적인 전투력 효과

에 대한 기하학적 묘사이다. 이러한 작전모드에 있어, 전투력은 노드 사이의 

근실시간 정보공유에 의해 크게 향상된다. 강력한 네트워킹은 전투력이 양질

의 상황인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인지능력의 향상은 센서에 의한 탐지 

역에 비례한다. 향상된 상황인지는 C2와 슈터를 강력하게 네트워킹함으로써 

전력의 협동집행과 자기동기화를 가능하게 한다. 네트워크 중심작전과 관련된 

전체 전투력의 잠재적 향상은 유효교전 공간에 의해 나타낸다. 

  NCW의 전투력은 소수의 일부가 아닌 전투공간 내에 있는 모든 결심권자에

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얻게 된다. 복잡성과 빠른 전투속도의 현실은 네트워

크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NCW 개념을 전투공간정보관리에 적용함에 

따라 미래의 전투공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될 것이다. 전술지휘관은 오늘날

의 작전급 지휘관보다도 전체 및 국지상황에 훨씬 많이 파악하고 있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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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전범위 관점

   플랫폼 전력의 유효 교전범위(E3: Effective Engagement Envelope)는  

<그림 4-5> (a)와 같이 표적을 자체 센서로 탐지 식별 추적하고, 유효 교전

거리 내에 위치하 을 경우에 교전이 가능하다. 표적이 유효사정거리 내에 위

치하지 않으면, 교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적이 유효사정거리 이내에 위

치하여도 표적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다. 그러나 <그림 4-5> (b)와 같이 네트워크 중심의 전력은 네트워크체계에 

의해 자동으로 결합하여 표적을 추적, 식별하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가용

시간과 거리가 증가한다. 단일 플랫폼 전력의 정보는 불확실할 수 있지만, 다

른 플랫폼 전력의 정보와 융합하여 정확한 표적 정보를 원거리에서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전력은 플랫폼 전력보다 유효 교전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교전반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림 4-5> 플랫폼 전력과 네트워크 전력의 교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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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vid S. Alberts, Network Centric Warfare : Developing and Leveraging 

Information Superiority 2nd Edition  (CCRP, 2000),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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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쟁이론적 관점37)

  전통적으로 전투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소모전이론과 기동전이론을 적용하여 

왔다. 소모전은 우세한 자원과 세력 수를 가지고 적을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소모전은 세력규모 측면과 적에 대한 아군의 상대적 장점을 증

가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반면에 전통적인 기동전 이론은 단순히 위치의 선점

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세력규모를 기동의 중요한 차원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과 시간에 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동

전은 화력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속력과 기습으로 측정된다. 

<그림 4-6> NCW의 중점의 변화: 시간중심으로 변화 

시 간
(NCW)

공 간
(전통적 기동전)

세력규모
(전통적 소모전)

중점의 변화 중점의 변화

시 간
(NCW)

공 간
(전통적 기동전)

세력규모
(전통적 소모전)

중점의 변화 중점의 변화

출처: Booz　Allem & Hamilton, Inc., Measuring the Effects of Network-Centric    

Warfare , 1999.4. 　

  또 다른 전쟁이론적 관점의 비교는 플랫폼중심의 PCW와 네트워크중심의 

NCW의 비교이다. PCW개념에서는 플랫폼 또는 무기체계의 전투행위에 초점

을 둔다. 전투플랫폼은 적에게 물리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무기 또는 전투행

37) 김 길, 네트워크 중심 미래전력의 전력효과 측정 , 국방정책연구2002년 봄호

(제55호),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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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초점을 둔다. 전투플랫폼은 적에게 물리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무기 또

는 체계(예를 들어, 탱크, 함정, 항공기, 야포, 보병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전투력을 창출한다. 이 전투력은 물리적 손상을 입히는 것이므로, 결

국 소모전이론에 의해 전투효과가 분석된다. 소모기반 패러다임은 수치적으로 

세력을 비교하여 상대적 전투능력, 즉 세력비(force ratio) 형태로 표현된다. 

PCW의 정보구조는 계층구조적 정보흐름, 음성통신, 제한적 상호운용성, 연통

형 전장관리체계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PCW의 정보 기술구조는 산업시대의 

조직과 절차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집중식 계획과 협조식 집행을 강조

하는 경직된 하향식 조직계층으로 유도한다. 그러므로 PCW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 이점보다는 세력규모를 더 강조하게 된다.

  반면에 NCW개념에서는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된 구조에 기반을 둔다.  

NCW는 센서와 슈터를 정보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 전장상황을 전 제대

에 연결하여 세력간 상호작용으로 시간적 동기화를 창출하고, 소위 일발필중

(one shot, one kill) 개념의 실현을 통해 플랫폼기반이 갖는 치명성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 따라서 NCW는 <그림 4-6>과 같이 정보우위를 통한 시간의 효

과를 신속하게 합치하여 적의 대응능력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적의 핵심기능

에 역량을 집중하여 적에 대한 치명률을 급격히 높일 수 있게 된다.

라. 해상전 수행 관점

  지금까지의 플랫폼 중심의 전투수행 개념에서는 질량(mass) 중심의, 즉 큰 

톤수의 많은 함정을 넓은 해역에 배치하여 소모적인 특성을 갖는 전략개념이 

주류 다. 그러나 앞으로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수행 개념에서는 <그림 4-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량보다는 속력, 특히 지휘속력(speed of command)과 

전투절차 수행의 연속성(continuity)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기존의 플랫폼 

중심 전투개념에서는 질량과 기동속력이 전략공간 선택에서 지휘속력과 연속

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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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네트워크 중심 전투개념에서의 해상전략 변화

기동
속력 질량

자기
동기화

연속성

지휘
속력

기동
속력 질량

지휘
속력

연속성

자기
동기화

플랫폼 중심 전투 네트워크 중심 전투

Attrition
(소모적 특성)

Speed of Command
(지휘의 속력)

기동
속력 질량

자기
동기화

연속성

지휘
속력

기동
속력 질량

지휘
속력

연속성

자기
동기화

플랫폼 중심 전투 네트워크 중심 전투

Attrition
(소모적 특성)

Speed of Command
(지휘의 속력)

출처: 김 길, 미래해상전 수행개념 , 「주간 국방논단」,(한국국방연구원), 제761호, 1999. 4. p.6.

  특히, 지휘속력은 정보우위를 통한 전장지위의 우월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

법이다. 지휘속력을 매우 빠르게 함으로써 초기조건을 아군에 유리하게 주도

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적이 대응방책을 사용할 틈을 주지 않고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휘속력은 빠른 

속도로 연속적인 노력을 행사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으며, 빠르고 연속적인 노

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투제대에 적절한 권한을 위임할 때 가능하고, 

역으로 네트워크화는 예하 제대에 대한 권한위임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도

록 여건을 조성해준다. 센서와 무기체계를 C4ISR 체계를 통해 네트워크화 함

으로써 모든 제대의 지휘관과 전투 수행자들이 상황 변화에 대한 자기 동기화

를 통한 적응적 대응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 56 -

제2절 협동교전능력 개념 및 체계구성

1. 협동교전능력 개념 

1987년 5월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군의 스타크(Stark)함의 침몰 사고를 계

기로, 미 해군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과거에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한 사항

이지만 함대, 특히 공중 위협에 대응하면서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하는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 다. 그 결과로서, 협동교전능력(CEC) 

을 개발하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다. CEC38)는 다른 센서와 무기를 갖고 분

산된 전투함정/플랫폼으로부터 제공되는 측정자료의 융합에 의해 얻어진 사격

통제 가능 수준의 전술표적정보인 복합트랙(composite track)을 공유하여 서로 

동일한 전장상황을 유지함으로써, 광역 공중방어능력을 단일 전구 광역 공중

방어체계(single theater wide air defense)로 구성할 수 있다. 즉, 각 부대가 

협동 교전 프로세서에 내장된 동일한 데이터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공중위협

에 대한 추적 정보 또는 통합된 하나의 공중 상황정보를 전시하므로 네트워크

내의 다른 센서를 마치 자신의 센서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 한 부대의 센서

가 탐지한 것은 모든 부대의 센서가 탐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CEC는 공중 위협과 대응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교전방식으로써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함정) 중심의 교전보다는 전투 그룹을 형성시켜

주는 네트워크 중심의 교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함정 각각은 또 다른 함정에 

의해 중계된 추적 데이터를 기초하여 만든 교전 절차에 따라 항공기 또는 대함 

순항미사일 위협을 향해 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더욱이, 이론적으로 모든 지

휘관은 전투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CEC 시스템의 최초 시제개발은 Johns Hopkins 대학의 응용물리 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이후 Raytheon사가 체계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8) The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John Hopkins APL Technical Digest, 

Volume 16, Number 4(1995), pp.37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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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구성 및 운용

  분산 배치되어 있는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사격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공유

하기 위해서는 원격자료가 마치 자신의 플랫폼으로부터 획득되는 것과 같이 동일

한 질과 시간으로 각 플랫폼의 레이더와 무기통제 하부체계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CEC는 <그림 4-8>과 같이 협동교전프로세서

(CEP: Cooperative Engagement Processor)와 자료 전송요소로 알려진 자료분

배체계(DDS: Data Distribution System)의 두 가지 하부체계로 구성된다. 

CEP는 협동교전에 있어 적기에 정확한 사격통제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의 전투

체계와 직접 연동되어 있으며, 선정된 표적의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복합트랙 

상황을 자체의 무기체계에 전송한다. 복합트랙은 자체의 센서 측정자료와 

DDS를 통해 입력된 다른 플랫폼의 측정자료, 그리고 IFF 정보자료 등이 복합된 

동일 공중상황으로써, 센서 자체에 의해 획득된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정

하고 정확하다. CEP는 자신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CEC 네트워크 내의 모든 

전투세력으로부터 입력된 자료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전력의 전투체계에 

필적하는 대용량의 처리능력과 효율을 지녀야 한다. CEP는 일반적으로 정확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자료의 전달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체 플랫폼 센서

와 직접 접속되어 있다. 

  또한, CEC 시스템은 추적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통신 수단을 필요로 하

고 있다. DDS는 CEP와 상호 연결되어 다른 CEC와 통신을 한다. DDS는 네

트워크로 연결된 CEC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 각각(일명 노드)이 갖고 있는 고

출력 송신기와 위상배열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노드로부터 측정한 

추적 정보는 그 후 합성되어 통합된 단일 공중 상황정보를 만든다. 네트워크

에 가해진 적 재밍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도약(frequency hopping) 

기법, 인터리빙(interleaving) 기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송신기는 CEC 시

스템이 모든 적의 재밍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출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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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CEC 체계구성

  DDS의 가장 중요한 운용 원리는 <그림 4-9>와 같이 노드를 이중으로 

액세스하는(pair-wise access) 방식이다. 이 방식은 통신 연결 일정표를 통해 

전투 그룹의 모든 노드들이 추적 데이터와 노드 위치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가시선(LOS: Line Of Sight)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과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결합과 동시에 갱신되며, 지정된 시간 간격마다 두 

플랫폼이 한 쌍을 이루어 송ㆍ수신을 한다. 각 통신 연결은 위상배열 안테나

의 빔 조향을 통해 지향성을 가지며, 미리 연결 일정을 계획한다. 따라서 만약 

어떤 노드가 피해를 받고, 오류를 범하고, 통신 거리 밖으로 이탈하거나 통신

하기로 약속된 노드에 가용한 상태가 되지 못할 경우 통신연결 서비스는 취소

되며 새로운 연결 일정계획이 생존해 있는 모든 노드로 보내지게 된다. CEC

를 탑재한 새로운 플랫폼이 네트워크에 추가될 경우에도 이와 같이 새로운 연결 

일정이 만들어진다. CEC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단 한 건의 통신 실패를 갖지 

않고 점점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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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DDS directive pair-wise operation   

  컴퓨터 관점에서 보면, CEC 시스템은 한마디로 CEC를 이루는 구성장비들

이 꽂기만 하면 작동 가능한(plug-and-play) 네트워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다운시킬 수 있는 중앙 서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

의 호환 가능한 노드는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오직 단 하나의 통합 공중 상황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

다. 미래의 전투에서 전투 그룹의 전투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소는 전적으로 

지휘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지휘관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전망하고 있다.

3. 개발현황 및 전망

  미 해군의 CEC 개념은 1970년대부터 기동함대에 대한 효과적인 공중방어

능력 구축을 목적으로 존스 홉킨스대학의 응용물리실험실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림 4-11>은 초기의 개념 단계부터 최근의 운용시험까지 미국의 CEC 계

획에 대한 주요 경과를 나타낸다. 1992년 미 해군의 획득계획에 포함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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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배치 및 운용을 목표로 지난 1998년부터 2001년 4월까지 6회의 운용시험

평가를 실시했으며, 2001년 5,6월 운용시험 평가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미 해군

은 초도 생산 계약을 통해 이미 21대의 CEC 장비를 사용중이며 장비들은 

2006년까지 주요 함정과 조기경보기 E-2C 등 대략 200종류의 플랫폼에 CEC

를 탑재할 예정이다. 

 <그림 4-10> 미국의 CEC 개발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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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권용수, 공중ㆍ미사일 방어와 협동교전능력 , 「2002 EW WORKSHOP」, 

한국전자파학회, 2002. 8, p.20.

  또한, Lockheed Martin사와 Raytheon Systems Limited사 및 Raytheon사의 

국 자회사는 국 국방부와 2000년에 1년간의 통합 계약을 체결하여 국의 

CEC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 다. 국 국방부는 미국의 CEC에 참여함

으로써 장차 다국적군 작전에서 미국과 국 해군 전함사이에 고수준의 상호

운용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07∼2008년에 국의 CEC 탑재 함정이 취

역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ype 23 프리깃 함은 CEC가 탑재된 국 

최초의 함정이 될 것이며, Type 45 대공전 신형 구축함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호주와 일본 해군은 각각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용 

CEC 장비를 개발할 의사를 밝혔다. 레이덤(Raytheon)사는 2001년 9월경 워싱

톤의 한 기자회견에서 CEC 장비를 사용하여 통합된 단일 통합 공중 상황 정

보(SIAP: Single Integrated Air Picture)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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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AP 능력은 한 전투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전투요소에서 보내온 복합 추

적 데이터를 합동 복합트랙 네트워크(JCTN: Joint Composite Tracking 

Network)39)와 합동 데이터 네트워크(JDN: Joint Data Network)40)에서 보내

온 데이터와 통합하여 만든 단일 고품질의 공중 전투상황 정보를 CEC 장비를 

갖추고 있는 모든 전투요소에 보낼 수 있으며 전투병을 포함한 모든 전투요소

가 동일한 표적, 동일한 위협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CEC 장비를 

통해 레이더의 추적 정확도를 증대시켜주며 전투 공간을 확장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탐지거리가 매우 큰 레이더 센서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EC 시스템을 갖추게 될 함정의 해상 방어 능력은 

<그림 4-11>과 같이 데이터링크 체계를 통해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4-11> 네트워크 전장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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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권용수, 공중ㆍ미사일 방어와 협동교전능력 , 「2002 EW WORKSHOP」, 

한국전자파학회, 2002. 8, p.11.

39) JCTN은 2010년대의 실시간 센서융합체계로 SIAP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CEC 

자료를 기초로 원격교전 등을 가능케 하는 네크워크 전장관리체계이다. 

40) JDN은 데이터 링크(LINK-11/16/22)를 통해 합동군과 각군 전투지휘관의 전술상황 이해

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실시간 통신정보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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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협동교전능력을 통한 전투력 증대 효과

1. 협동교전능력을 통한 전투력 증대 효과

가. 탐지공간 확장 및 탐지확률 증가

  탐지공간은 <그림 4-12>와 같이 한 대의 레이더를 운용하는 것보다 다수의 

레이더를 사용함으로써 탐색구역의 확장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타 함정의 

레이더 탐색 역에 있는 표적정보를 전송받음으로써 자함의 탐색 역 밖의 표

적을 탐지하는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기에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정보가 큐잉(cueing)41) 될 때는 더욱더 큰 역을 커버하게 

된다. 또한, 다수의 레이더를 중첩 운용하면 단일 레이더보다 탐지확률이 증가

된다. 한 대의 레이더를 운용할 때 어떤 표적이 2회 이상 탐지되지 않을 때는 

이 표적은 소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4-12> 네트워크화 센서에 의한 표적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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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큐잉은 표적트랙에 관한 정보(예, 표적번호, 위치 진행방향, 속력 등)를 인근 플랫폼에 

전파하여, 그 플랫폼에서 자체센서로 쉽고 빠르게 해당표적을 획득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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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레이더를 한 스캔에서의 탐지확률이 Pd일 때 각 스캔에서 탐지되지 

않을 확률은 (1-Pd)가 되며 따라서 연속적으로 2회 탐지되지 않을 확률은  

(1-Pd)2 이 된다. 그러나 두 대의 레이더를 사용한다면 중첩 구역의 어떤 표적

에 대해 두 레이더가 동시에 연속 2회 동일표적을 탐지 못할 확률은(1-Pd)
4
이 

되므로 두 레이더 중 최소한 어느 한 대가 탐지할 확률은 1-(1-Pd)
4
이 된

다.42) 따라서 이 두 확률을 비교할 때 두 레이더에 의한 탐지확률이 크며 또한 

똑같은 탐지확률에 대해서는 두 레이더를 사용할 때 각 레이더의 탐지확률 

Pd가 작아도 됨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레이더의 송신출력이 작아도 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응용에 따라서는 

송신출력이 크고 성능이 우수한 단일 레이더보다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레

이더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탐지확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듯 센서를 네트워크하여 추적할 경우 탐지확률 증대뿐만 아니라 교전거리

와 시간 측면에서 각각의 센서를 단독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최대 25%까지 효

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43)

  하지만 센서를 네트워크함에 있어 항상 현격한 탐지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림 4-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융합하는 센서의 수를 증가할수록 탐

지율의 향상치는 감소한다. 레이더의 탐지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와 아주 높은 

경우는 전체적인 탐지확률 이득에 별로 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센서 

융합에 있어 전제할 사항은 각 센서의 탐지확률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0.95 

이하일 때 융합에 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센서 융합의 수가 8개 이

상일 때에도 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44)

42) 고순주, 해군 구역 대공방어체계 개념연구 , 「해양연구논총 제22집」, 해군 해양연구소, 1999. 6, 

p.355.

43) 황인혁, 전장네트워크를 통한 전투력 상승효과 분석 , 국방대학교 석사논문, 2001. 1, p.55.

44) David L. Hill, Mathea\matical Techniques in Multisensor Data Fusion , Artech 

House, 1992,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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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센서 융합 한계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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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순주, Netted Radar System의 데이터 프로세싱 아키텍처 및 운용효과에 

관한 연구 , 국방대학원, 1993. 12, p.81. 

나. 위치 및 추적오차의 개선

  <그림 4-14>는 거리 및 방위측정에 대한 에러가 두 레이더를 사용할 때 어

떻게 개선되는가를 보여준다. 각 레이더는 그 성능에 따라 거리 및 방위측정 

오차가 있게 되므로 오차가 있는 표적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4-14>

에서 보듯이 두 레이더에 의한 측정치를 이용할 때, 즉 두 함정의 오차범위를 

결합할 때 오차범위의 교집합이 두 측정치를 사용할 때의 오차범위가 됨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레이더에 있어서 거리측정 오차가 방위측정 오차보다 적으

므로 서로 다른 방위에서 표적을 탐지하여 이를 서로 연관시킬 때 방위측정 

오차는 크게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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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표적의 직선이동 또는 기동시 

표적추적의 정확도(tracking accuracy)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또한 조기 트랙 

초기화(track initiation)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표적이 이동하는 가속구간에

서는 위치 추정 오차(filtering error)는 연속적으로 보고되는 위치데이터간의 

시간의 자승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네트워크된 레이더에서는 데이터율이 

커지므로 이에 따라 추정 오차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표적의 직선이동 

구간에서의 필터링 오차는 측정오차와 필터의 잡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네트

워크된 레이더에서는 동일한 표적에 대해서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측정데이터

들을 사용하게 되므로 전체 시스템의 정확도가 개선될 수가 있게 된다. 표적 

상태(위치, 속도) 추정에 있어서 단순 평균치를 취하더라도 이 표적을 탐지하여 

위치측정 데이터를 보고하는 레이더 수의 평방근(square root)의 비율로 개선

되게 되며 위치데이터를 보고하는 레이더의 정 도에 따라 가중평균을 할 경

우, 그리고 비선형 필터를 사용할 경우는 더욱 큰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림 4-14> 레이더 측정오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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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적의 연속성 및 표적 식별 유지

  각 함정으로부터 측정된 표적자료는 <그림 4-15>와 같이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적자료를 공유하고 모든 플랫폼이 동일한 자료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복합트랙을 형성하여 동일한 전술상황을 구성함으로써 표적추

적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하나의 탐지 레이더만을 운용할 

경우 소실되었던 표적이 다시 탐지될 때 이 표적이 새로운 표적인지 또는 추적 

중에 소실된 표적이 다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 하지만, 네트워크

화 시켜 표적정보를 상호 교환할 경우는 다른 플랫폼에서 전송해준 표적식별 정

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표적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림 4-15> 복합추적 및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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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클러터 감소효과

  연안환경에서 작전하는 함정이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할 때 육지 또는 극

심한 지상 클러터의 향을 심하게 받는다. 그러나 <그림 4-16>과 같이 방어 함

정들이 CEC를 이용하여 탐색구역 협조시 한 함정은 전체 공간을 탐지하고, 

다른 함정은 지상 클러터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여 모든 함정에 자료를 전

파함으로써 공격표적의 탐지 및 추적거리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전투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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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연안작전시 레이더의 운용

CEC 능력이 없는 경우 CEC 능력이 있는 경우CEC 능력이 없는 경우 CEC 능력이 있는 경우

마. 대전자전 대응능력 향상

  단일 레이더에 비해 레이더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할 경우는 이를 구성하는 

각 레이더의 주파수 및 펄스 반복률 등 레이더파의 특성과 스캔율 및 주사방향 

등을 서로 달리 사용함으로써 어느 한 주파수 대역이 전자적 재밍을 받더라도 

다른 레이더에는 향이 없으며 또한 재밍을 당하는 레이더도 주파수 변경능력

(frequency agility)등 전자보호(EP: Electronic Protect) 능력이 우수할 경우 모

든 레이더를 동시에 재밍(Jamming)하기는 어렵게 된다. 대공미사일 사격함의 추적 

레이더가 재밍을 받을 경우 인근 함정에서 공격미사일을 추적하여 추적데이터

를 사격함(firing unit)에 전송하고, 사격함은 이를 이용하여 사격문제를 해결

하여 대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자전 재밍기에 의해 거리기만을 시도할 

때 여러 척의 함정에서 재밍기를 동시에 탐지할 경우 각 함정은 표적의 방위, 

고도 등의 정보들을 교환하므로 이들을 이용하여 삼각기법(triangularization) 

또는 허상제거(de-ghost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으므

로 표적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거리에서도 교전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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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투공간 확대

  CEC는 여러 출처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종합하여 정확한 큐잉, 개선된 표적

식별 지속성을 갖고 더 연속적인 추적을 통해 조기에 표적을 탐지하도록 하여 

무기체계의 교전거리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킨다. CEC의 원격지 자료에 의한 

교전을 통한 전투공간 확대는 이미 1993∼1994년 해군 시험평가에서 시범을 

보여 실용화되었다.  

  항공기 센서와 조사기를 이용한 전투공간 확대는 1996년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일부로서 시연된 바 있으며, 이 능력은 

적절한 항공기 센서가 가용하게 되면 후속 버전의 CEC에 통합될 예정이다. 

<그림 4-17> CEC를 통한 전투공간 확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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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7>과 같이 항공기와의 협조교전이 없을 경우, 함정은 공격기가 

레이더 수평선을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교전이 가능하여 공격기가 함정에 

근접하게 접근할 때까지 요격이 지연된다. 반면에 CEC 능력을 사용하면, 함정

은 공격기가 레이더 수평선을 통과하기 전에 다른 함정에서 전파된 추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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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 공격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사격함정의 레이더 수평선에서 요격이 

가능하도록 항공기에서 조사하기 때문이다.

2. CEC 교전능력 시험

가. CEC 함정시험 

  초수평선 상에서의 CEC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표적추적 및 교전시험이 

1996년 초, 하와이 Kauai 섬 근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함정 시험으로 순항

미사일에 대한 복합트랙 구성능력과 두 가지 교전모드의 교전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3척의 CEC 장착 순양함인 Anzio, Cape St. George와 Lake Erie가 참

여했다. <그림 4-18>과 같이 순항미사일 공격 시나리오에서 미사일 표적함정

인 Anzio와 Cape St. George는 재밍간섭으로 인해 모의표적을 추적할 수 없

었으나, 재밍지역 밖에 있던 Lake Erie함이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여 표적에 

대한 정보를 다른 두 함정에게 CEC를 통해 전파, 복합트랙화된 자료에 의해 

두 함정은 미사일에 표적자료 입력 및 발사, 중간유도 그리고, 종말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교전을 가능하게 하 다. CEC가 제공하는 

사격통제 가능 수준의 복합트랙은 이지스 함정이 자함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

고, 공격 미사일에 대한 교전을 가능하게 했다. 미사일의 초기화, 유도지령 산

출 및 업 링크, 그리고 최종단계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무기통제체계

는 정상적으로 표적자료를 처리하여 표적이 레이더 수평선을 통과하기 전에 

공격함으로써 교전가능거리를 크게 증대시켰다. 

  또한, 정 큐에 의해 CEC 복합트랙을 씨스패로우(sea sparrow)에 전송함으

로써 사격통제레이더가 표적을 획득하여, 추적/조사하도록 하 다. CEC 큐는 

표적의 조기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요격거리를 수평선 너머로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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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CEC 초수평선 시험(함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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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EC 항공기시험 

  CEC 함정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CEC를 탑재하고 있는 함정간의 협조교

전을 통해서 요격거리가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항공기에 CEC를 탑

재하여 항공기가 갖는 고도의 장점을 이용하여 보다 원거리에서 표적을 탐색

하고 조사(illumination)할 수 있다면 함정은 표적이 레이더 수평선을 통과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센서와 조사기를 이용한 전투공간 확대를 위해 1996년 1월 

Mountaintop Program(ACTD 일부) 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실시하 다. 

이 프로그램은 하와이의 Kauai섬 Kokee산 정상에  탐지센서와 종말유도 조사

기(illuminator)를 설치하여 항공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CEC를 탑

재한 이지스 함정들과 CEC를 통해 망을 구성하여, 이지스 함정이 레이더 수

평선 밖의 해면 착비행(sea-skimming) 하는 모의표적을 요격하는 것이었다. 

시험결과, 이지스 함정은 레이더 수평선 밖의 모의표적을 산 위(항공기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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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센서가 보내 준 표적추적자료를 통해 함정에서 SM-2 미사일을 발사하

고 발사된 미사일을 산 위(항공기 묘사)의 센서와 조사기를 사용하여 SM-2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표적을 요격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항공기를 통한 협조교전이 가능해질 경우 

교전범위를 함정시험보다 더욱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4-19> CEC 초수평선 시험(항공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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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전장네트워크 기반 이지스 구축함의 공중 방어능력 효과 분석

제1절 이지스 구축함의 대함 순항미사일 방어능력 효과 측정을 위한 요소

1. 함정의 생존성 요소에 관한 고찰45)

  생존성(survivability)이란 함정 및 함정에 탑재된 체계가 부여된 임무를 완

수하기 위한 능력에 어떤 손상을 받지 않고서 적의 위협 환경을 회피하거나 

견디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생존성은 감응성(susceptibility)과 취약성

(vulnerability)이라는 2가지의 기본적인 생존성 요소에 함정 자체의 복구능력

(recoverability) 요소가 부가된 것이다. 즉 적 위협에 대한 함정의 감응성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면 생존성이 강화되고 또한 복구능력을 향상시키면 역시 생

존성도 강화된다. 

  감응성이란 적의 센서에 의해 탐지되거나 적의 무장 공격을 회피하는 능력

이 부족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감응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적에게 탐지되

거나 피격 당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응성의 수치적인 

표현은 함정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적으로부터 피격 받을 확률 값( PH)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응성 지수 PH는 다음 3가지 요소( PA, PDIT,,

PLGD)로 결정된다.

  PA는 적의 활동, 교전 준비 상태 및 교전 의지에 지배되는 적 위협 확률이

며, PDIT는 적에게 탐지, 식별 및 목표물화 되는 확률이고, 마지막 요소인 

PLGD는 적이 무기를 발사하고 유도하여 결과적으로는 피격 받고서 손상을 입

을 확률이다. 

45) 유승열외 1명, 함정 생존성 요소에 대한 고찰 , 「제2회 해상무기체계 발전세미나」, 

국방과학연구소, 1998. 5,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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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함정의 전체적인 감응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H  = PAㆍ PDITㆍ PLGD                           (5.1)

  취약성이란 적으로부터의 피격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

로 취약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적의 무장에 의해 관통되거나 파괴될 가능성

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취약성의 수치적인 표현은 적으로부터 피

격 후 파괴될 수 있는 조건 확률값( PK/H)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복구능력이란 적의 피격에 의한 손상을 예방하고 또한 임무수행에 긴요한 

기능을 복구할 수 있는 함정 및 승조원의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함정에 

탑재된 손상 통제 장비와 함 승조원의 대처 능력을 기초로 한 함정 손상 통제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구능력을 역으로 생각하여 함정의 복구능력이 부

족하게 되면 취약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통상적으로는 복구능력 요소를 취약성 

요소의 일부로 다루기도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존성은 적 위협 환경아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하고, 감응성과 취약성은 적 위협 환경을 회피하거나 견뎌내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적이 함정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확률

(killability)을 PK, 함정의 생존성 확률을 PS로 표시한다면,

요격확률 PK는

                       PK  = PH  × PK/H                            (5.2)

되며, 생존성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S  = 1 - PK                               (5.3)

  따라서 생존성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S  = 1 - ( PH  ㆍ PK/H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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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4)에서 알 수 있듯이 생존성의 2가지 기본 요소인 감응성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면 생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함정의 교전 방어층

  함정이 항공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게 되면서 다단계적인 

방어로 다층 방어개념이 발전되었다. 다층 방어개념은 함정을 표적으로 공격

해 오는 다수의 공중 위협표적과 교전하기 위하여 탐지, 추적능력과 유효 사

정거리가 서로 다른 다수의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원거리로부터 근거리에 이르

는 단계적 방어를 뜻한다.

  다층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는 함정의 임무와 특성에 따라 무장을 다르게 탑

재하고 함정과 항공기 등 전투세력을 효율적으로 운 함으로써 다양한 방어능

력을 보유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함정은 단독 작전과 자함방어를 위해 

단거리 대공미사일, CIWS, 대공포, 디코이 등이 있으며, 방어해야 할 핵심 세

력을 중심으로 광역 방어(outer defence)나 구역 방어를 위한 장거리 대공미사

일 등의 무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광역, 구역, 자함 방어개념은 미 해군에서 적절히 운 하고 있으며 

항모 전투단을 방어하기 위하여 항모를 중심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 200

마일권 이상을 설정하여 세력을 배치 운 하게 된다.46)

  다층 방어개념은 적‧아 식별, 우군세력 보호 및 다층방어의 효과적 운 을 

위해 구역 내 미사일 교전구역(MEZ: Missile Engagement Zone), 항공기 교전구역

(FEZ: Fighter Engagement Zone), 협동 교전구역(CEZ: Cooperative Engagement 

Zone)47)등을 무기체계의 능력과 위협 방향을 고려 적절히 운 한다.

46) 정충연, 해상 대공․탄도탄 방어체계 발전방향 , 「전투발전연구」(해군전투발전단), 

제7호, 2000. 12. p.442. 

47) MEZ는 미사일으로 요격되는 구역으로 우군 항공기도 허가 없이 진입이 금지된다. 

FEZ는 전투기의 의해 교전되는 구역이다.  CEZ는 항공기와 미사일 동시 교전되는 

구역이다. 이러한 구역은 작전에 따라 위협 축을 고려하여 효과적 방어무기의 이용과 

무장 할당을 위해 설정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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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FEZ나 CEZ에서의 항공기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가

정하고 MEZ내에서만 장거리 및 중거리 대공미사일(SAM: Surface to Air 

Missile)을 사용하는 것으로 모델을 구성하 으며 초저고도로 접근하는 대함 

순항미사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5-1>은 함정에서 레이더 수평선이라는 조건하에서 표적을 탐지 후 

교전할 수 있는 방어층을 5단계로 구성하 다.

<그림 5-1> 함정의 교전 방어층 

ASCM 해면비행

레이더 수평선

제1 방어층: OTH SAM 사거리

제2 방어층: 중거리 SAM 사거리
( = 조사기 최대 거리 )

제3 방어층: 포 사거리

제4 방어층: 단거리 SAM 사거리
제5 방어층: CIWS 사거리

이지스함

LOS

ASCM 해면비행

레이더 수평선

제1 방어층: OTH SAM 사거리

제2 방어층: 중거리 SAM 사거리
( = 조사기 최대 거리 )

제3 방어층: 포 사거리

제4 방어층: 단거리 SAM 사거리
제5 방어층: CIWS 사거리

이지스함

LOS

3. 대함 순항미사일의 비행 궤적 및 대공미사일의 운용

  대함 순항미사일은 점차 고정 화/장사정, 고속화와 고기동성, 그리고 고지

능화되어 가는 추세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림 5-2>와 같이 일정한 고도(40ft)

를 유지하면서 직선 경로를 비행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켰다. 또한, 함정에서 보

유하고 있는 대공미사일의 궤적은 1차원적인 요소만 고려하 으며,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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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M)에 대해 일대일 대응의 개념으로 <그림 5-3>과 같이 거리와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하 다.

<그림 5-2> 대함 순항미사일의 비행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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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M

레이더 수평선ASCM 비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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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시간별 교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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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공미사일의 단발명중에 따른 누적명중확률

  대공미사일의 단발명중에 따른 누적명중확률은 식 (5.5)에 의해 <그림 5-4>

와 같이 나타내었다.

  대공미사일의 단발 명중확률을 PM  이라고 했을 때 누적 명중확률은( PMN)

은 다음과 같다.

                      PMN = 1 - (1-PM)
N                       (5.5)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공미사일의 단발명중확률이 0.7인 경우 

두 번째 발사시 명중확률은 0.9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 대공미사일 단발명중에 따른 누적 명중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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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지스 구축함의 대함 순항미사일 방어능력 효과 분석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함정을 보유한다는 것은 공중방어에 있어 기존의 

재래식 함정이 보유한 자함방어 능력에 구역방어 능력까지 보유하게 됨을 의

미한다. 이지스 함정이 위상배열레이더와 장거리 SM-2 대공미사일을 보유함

으로써 중,고고도 이상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탐지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정

도 대응가능시간을 가지면서 구역방어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만, 저고

도의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탐지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가능시

간도 짧고 교전거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저고도로 함

정에 접근하는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함정이 어

느 정도의 구역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 다.

  모델링을 통해 고려할 사항은 함정의 교전방어층에 따른 무장의 효과적인 

운용성이다. 함정의 교전방어층은 자함방어를 위한 무장과 구역방어를 위한 

무장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보유한다라는 것은 위협

표적이 함정에 근접하기 이전의 차단을 의미한다. 자함방어를 위한 무장(예 

단거리 대공미사일, 대공포, CIWS, 디코이)은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자함방어를 위한 유효교전범위내에서는 장거리 대공미사일

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자함방어를 위한 유효교전범위를 5마일로 

설정하 다. 즉, 자함으로 접근중인 저고도의 대함 순항미사일을 자함으로부터 

5마일 이상되는 교전범위에서 SM-2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효과

가 있는지를 PCW 개념과 NCW 개념을 적용하여 대함 순항미사일의 요격거

리를 분석하 다.

  이지스 구축함의 공중 방어능력의 효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지스 전투

체계와 대공미사일(SAM)의 특성을 <표 5-1>과 같이 구성하 다. 본 절에

서는 플랫폼 중심전(PCW) 개념을 적용하여 함정 자체의 센서와 무장을 통

한 대함 순항미사일의 요격거리와 동일한 센서와 무장하에서 지연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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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을 경우의 대함 순항미사일의 요격거리를 비교하 으며. NCW 개

념을 적용하여 외부 센서를 통해 탐지거리만 증대시킨 상태에서 자함에서 

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대함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와 CEC를 통해 

탐지거리를 증대시키고 타 함정에서 중기유도 및 종말 조사가 가능한 경우

의 요격거리를 비교하 다.

<표 5-1> 이지스 전투체계 및 대공미사일 특성 

구       분 제   원

이지스

전투체계

레이더 고도(ft) 55

조사기 고도(ft) 60

SAM 최대사정거리(NM) 50

탐지거리 radar horizon

표적탐지후 SAM 발사시까지 

전체지연시간(초): dtT
10

표적피해평가시간(초): dtKA 1

이지스 

SAM 특성

속력(마하) 2.5

Pk(요격확률) 0.7

조사기 최대거리(NM) 50

발사지연시간(초(dtL)) 2

  여기서 대함 순항미사일의 고도는 40ft로 고정하 으며 <표 5-1>에 나타난 

이지스 전투체계와 대공미사일(SAM)을 이용하여 최초 탐지로부터 대함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거리를 다음의 식으로 산출하 다.48)

48) Hideto Ito, A Study of the Measures of Effectiveness for the JMSDF AEGIS 

Destroyer in a Littoral, Air Defense Environment, Master's Thesis, Naval Post 

Graduate School, Monterey, california, march 199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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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NT =
RDET-(dtT × VASCNM)

VSAM+VASCM
                         (5.6)

             R INT = VSAM × T INT
                                  (5.7)

             T INT' =
R INT- (dtKA+dtL) ×VASCM

VSAM+ VASCM
                  (5.8)

 

  식 (5.6)은 대함 순항미사일을 최초 탐지로부터 요격시까지의 지연시간을 나

타내며, 여기서, RDET는 최초탐지거리를 나타낸다. 식 (5.6)의T INT
를 이용하여 

식 (5.7)에서는 대함 순항미사일의 첫 발사시의 요격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식 (5.8)에서는 대공미사일의 첫발사시 요격을 실패했을 경우 두 번째 대공미

사일의 요격시간을 나타낸다. 식 (5.8)에서 얻은 요격시간을 식 (5.7)에 대입하

면 두 번째 발사시의 요격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림 5-5>는 식 (5.6)∼ 

(5.8)을 이용하여 대함 순항미사일의 속력에 따른 대공미사일의 요격거리를 나

타내었다. 요격확률(Pk)이 0.7은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공미사일의 첫 발

사시의 요격점을 나타내며, 요격확률(Pk)이 0.91은 첫 발사 실패 시 두 번째 

대공미사일 발사시의 요격점을 나타낸다. 

1. PCW 관점에서의 대함 순항미사일 요격거리 분석

  플랫폼 중심전(PCW)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단일 함정 자체의 센서와 무

장을 통해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요격함을 의미한다. 대함 순항미사일의 고도

가 40ft일 때, 최초 레이더 탐지거리는 16.9마일이다. 이것은 표적과의 교전이 

표적을 최초 탐지한 16.9마일부터 시작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PCW 개념에서

는 레이더 수평선 내에서만 교전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그림 5-5>에서와 같

이 이지스 함정의 구역방어 임무를 반경 10마일 이상 요구하게 될 경우 대함 순

항미사일의 속력이 아음속일 경우에만 한번의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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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순항미사일의 속력이 마하 1.3이상으로 접근할 때는 반경 10마일의 요구된 

임무구역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함 순항미사일의 속력이 마하 1.5이상 일

때는 단 한번의 요격기회만을 가지게 된다.

<그림 5-5> 대함 순항미사일의 속력에 따른 요격거리 추정

(최초 레이더 탐지거리에서 표적 접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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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W의 또 다른 관점은 함정의 전체 지연시간에 따른 대함 순항미사일의 

요격거리이다. 모델링을 구성할 때 이지스급 함정의 전체지연시간(표적탐지에

서 발사까지)을 10초로 하 으나, 기존의 회전방식의 재래식 함정의 경우 이

지스함보다 전체지연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함정에서의 지연시간의 증가원인

은 레이더 성능에 따른 표적의 추적율, 사격문제 해결 능력. 발사대 상태에 따

른 지연시간, 지휘관의 지휘결심이나 운용요원의 숙련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연안지역에서는 무장사용이 교전규칙에 의

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전한 자동모드의 무장조건에서 

운용하기란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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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에서는 전체지연시간이 증가할수록 함정에서 요격할 수 있는 거

리가 짧아짐을 알 수 있으며 지연시간이 20초 이상일 경우, 아음속의 대함 순

항미사일에 대해서도 10마일의 구역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지연시

간이 40초일 경우에는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음속일 때만 두 번의 교전기

회만을 갖게 된다.

<그림 5-6> 지연시간 증가에 따른 요격거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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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W 관점에서의 대함 순항미사일 요격거리 분석

  PCW의 경우 함정의 센서와 무장을 가지고 레이더 수평선 내에서만 교전이 

가능하 다. 그러나 자함의 레이더 수평선 밖의 표적을 다른 플랫폼(수상함, 

항공기 및 레이더 기지 등)의 센서를 통해 표적의 추적자료를 CEC를 통해 복

합트랙을 형성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 교전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 을 경우,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첫째는 외부의 센서를 통해 탐지거리를 증대시켰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SM-2 대공미사일을 중기유도 및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발사함정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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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요격하는 것이며, 둘째는 CEC를 통해 탐지거리가 증대되고 다른 플랫폼

을 통해 자함에서 발사한 대공미사일에 대한 중기유도와 종말 조사가 가능할 

경우,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거리를 분석하 다. <그림 5-7>은 탐지거

리만 증대하 을 경우,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거리 추정이다.

<그림 5-7> 탐지거리증대를 통한 요격거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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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7>과 같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 탐지거리를 증대시켰을 경우, 단일 

함정 자체의 센서와 무장을 통해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PCW 개념보

다 교전거리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레이더 수평선 너머에 있는 다른 플랫폼에

서 중기유도 및 종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함에서 발사된 대공미

사일은 자함의 조사기 수평선(illuminator horizon) 탐지범위(최대 17.3마일) 내

에서만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탐지거리가 60마일로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첫 

발사시 요격할 수 있는 최대거리는 17.3마일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플랫폼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표적의 조기탐지 및 추적이 가능해지므로 

결국 요격거리를 조사기 수평선까지 연장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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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CEC를 통한 요격거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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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7>을 통해 플랫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거리를 조사기 수평선까지 연장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방어하는 입

장에 있는 함정은 표적에 대한 추적정보를 미리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함 순항

미사일의 위협이 조사기 수평선을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교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이 지연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8>과 같이 전투공간 내에 있

는 모든 플랫폼들이 CEC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위협이 자함의 레이더 수평선

을 통과하기 이전에 다른 플랫폼에서 전파된 추적자료를 이용해 대공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된 대공미사일을 다른 플랫폼에서 중기유도 및 종말 조

사를 실시함으로써 레이더 수평선을 통과하기 이전에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해지므로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보유한 함정은 구역방어 임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85 -

제6장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장차 한국해군이 보유하게 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의 공

중 방어능력에 대한 효과도 측정을 통해 미래 해군의 해상 공중 방어망을 구

축하기 위한 적정함정의 척수와 운용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될 미 해군의 이지스 전

투체계와 대표적인 전장관리체계인 CEC를 기본모델로 하여 플랫폼 중심전

(PCW) 개념을 적용하여 함정 자체의 센서와 무장을 통한 대함 순항미사일의 

요격거리와 동일한 센서와 무장하에서 지연시간이 증가되었을 경우의 대함 순

항미사일의 요격거리를 비교하 으며. 네트워크 중심전(NCW) 개념을 적용하

여 외부 센서를 통해 탐지거리만 증대시킨 상태에서 자함에서 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대함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와 CEC를 통해 탐지거리를 증대시

키고 다른 플랫폼에서 중기유도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의 요격거리를 비교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PCW 개념을 적용하 을 경우, 자함의 센서와 무장을 가지고 레이더 수평선 

내에서만 교전이 가능하 으며, 구역방어 임무가 반경 10마일로 주어졌을 때 

대함 순항미사일의 속력이 마하 1.3이상일 경우, 구역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NCW 개념을 적용하 을 경우, 다른 플랫폼을 통해 탐지거리만 

증대시킨 결과 단일 함정 자체의 센서와 무장을 통해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요

격하는 PCW 개념보다 교전거리는 확장되었지만 레이더 수평선 너머에 있는 

다른 플랫폼에서 중기유도 및 종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함에서 

발사된 대공미사일은 자함의 조사기 수평선(illuminator horizon) 탐지범위(최대 

17.3마일)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하여 탐지거리가 60마일로 증대되었다 하더라

도 첫 발사시 요격할 수 있는 최대거리는 17.3마일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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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러나 전투공간 내에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CEC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대함 순항미사일이 자함의 레이더 수평선을 통과하기 이전에 다른 플랫

폼에서 전파된 추적자료를 이용해 대공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된 대공

미사일을 다른 플랫폼에서 중기유도 및 종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레이더 수

평선을 통과하기 이전에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해지므로 함정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CW 개념에서는 함정은 위협 표적이 레

이더 수평선을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교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협 표적이 

함정에 근접하게 될 때까지 요격이 지연되지만, NCW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함정은 위협 표적이 레이더 수평선을 통과하기 전에 요격이 가능하므로 구역

방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자료는 구역방어능력을 보유한 함정

이 해상에서 전투전단(대)를 형성하여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할 시 대함 순항

미사일의 방어작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구역방어체계 개념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차후 연구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공중ㆍ미사일 위협세력에 대해 다중ㆍ다

차원적인 위협상황을 묘사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해군의 구역방어 개념을 한층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중ㆍ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적절한 방공전력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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