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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공산권의 몰락으로 인한 동서 양 진영의 붕괴는 외견상으로는 전쟁의 위
험이 멀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세계는 오히려 경제전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으로 단지 모양을 바꾸었을 뿐이다. 오히려 재래개념의
전쟁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바뀌어 눈에 익숙치 않은, 적과 우군의 구
분이 처음부터 다시 정의 되어야 하는 재편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선전포고와 파괴와 살육의 전쟁결과가 가시적이었지만 이미 벌
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은 밀물과 같이 조용히 밀려 들어와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물속에 잠겨버리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시장이 다변화되고 국제화되어 개방을 표방하는 이 시대에는 기술과 인
력자원 만이 확실한 경쟁의 무기이다. WTO 체제의 출범과 세계 각국의 블
록화를 통한 자국의 이익보호 조치는 과거의 총칼을 든 무력전쟁에서 정보
체계를 통한 무역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국의 문전에서 하루 아침에
급선회한 오늘의 우리 경제 현실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여 국가
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이고도 새로운 도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절약해야 하고 내핍 하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정에서 방위산업 분야는 어
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우리의 방위산업은 과거 미국의존 일변도의 국방체계에서 무기체계도 미
국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온실 속에서 육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결론
적으로 말한다면 산업계는 미국의 무기체계를 면허생산하면서 생산기술과
파생기술을 익혔고 국산화는 미국의 무기체계를 모방 개발하여 복제생산하
기위한 노력이 주류였다.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러했고 우리의 군수산
업 분야가 그러하였다. 국산화는 국방분야의 보안 특성상 국방과학연구소라
는 단일 창구를 통해서만 연구, 개발, 생산이 이루어 짐으로써 폐쇄성을 면
치 못하게 되었다. 연구개발 활동의 폐쇄성이란 첨단기술의 낙후화를 초래
하고 첨단체계 구축에 있어서 기술적인 불균형을 낳게 된다. 즉 무기체계를
이루고 있는 전 분야에 대한 균일한 기술수준의 적용이 이루어 지지 않고
특정 분야는 첨단수준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타 특정 분야는 낙후된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70 년대에서 ’80 년대에 이르기 까지는 국가의 예산규모가 작아서 정부 주
도로 모든 산업분야가 계획되고 조정될 수가 있었으나 ’90 년대에 들어서 국
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분야가 다양해 짐으로써 국가의 조정,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즉 다양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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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방위산업 관리체계에서 정부관리 산업계 주도의 체계로 전환하여 다양
한 첨단분야와 시장소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수산업은 급변하
는 첨단기술을 따라 매우 짧은 회전주기를 가지고 군수산업은 군 무기체계
의 특성상 개발, 생산의 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수산업과 군
수산업의 회전주기의 차이는 폐쇄된 국방분야의 산업을 매우 낙후된 상태로
끌고 갈 염려가 있다.
방위산업의 폐쇄성을 탈피하여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는 군이나 정부 주도의 군수산업을 민간 주도의 군수산업으로 시급히 전환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대두된 방안이 미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민.군 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국방분야
의 첨단 독점기술은 민간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Spin-off)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는(Spin-on) 연계와 군과 민간에서 공통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공통적으로 연구, 개발토록 하는 (Spin-up) 것이
다.
Simulation 과 훈련 기술항공기나 선박의 훈련을 위한 Simulator 는 그 효과
면이나 체계를 구성하는 기술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군용 항공기의
Simulator 는 훈련의 위험성을 극소화하고 훈련 비용을 극소화 시켜준다. 마
찬가지로 선박의 훈련용 Simulator 와 Engineering Simulator 는 그 기능면에서
나 비용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의 Simulator 는 시각(광학)장비와 적외선 장비, 그리고 레이다 장비가
한 개의 체계로 집적되어 동일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며 복합영상을 만
들어서 정확한 Simulation 을 하도록 해준다. 여기에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의 자료신호를 이용한 지도도 합쳐진다. 여기에 사용되는 SAR 는 도
플러 Beam Sharpening 을 이용하여 영상의 질을 향상시키는 첨단 기술이 적용
되고 있다.
Simulator 는 돔 형태의 전시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3 차원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3 차원 만곡형의 돔에 투영을
위한 비선형 알고리듬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Simulator 를 지원하는
컴퓨터들은 최근에는 고기능의 경우는 UNIX 가 기반이 되고 실시간 대에서
병렬처리능력이 좀 떨어져도 되는 한수 아래 급의 Simulator 들은 Windows
NT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 새로 4 억 5000 만달러를 들여 금년 11 월 10 에 보잉에 주어진 나토
의 공중조기경보기 개량사업에는 폴란드, 항가리, 체코 공화국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토가 가지고 있는 17 대의 E-3 공중조기경보기(AW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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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System)는 센서와 통신장비를 개량하여 차세
기에는 미 공군과의 협동운영을 통해 획기적인 기능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개량사업계획은 1993 년 1 월부터 시험이 시작되어 금년 10 월에 완료되었
다. 개량작업의 주 내용은 수동 센서장비의 장착과 전자전 지원장비(ESM)
의 장착, 재밍에 견딜 수 있는 통신장비의 장착, 칼라 모니터의 장착과 나토
의 방공정보 분배 프로토콜인 Link 16 의 장착 등이다. 이 개량사업의 특징
중의 한가지는 사업의 초기단계에 이 개량사업의 내용에 어떤 새로운 개념
이 들어 갈 것인가를 $30,000 이하 과제로 산업계에 공모하여 널리 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새로운 개념을 흡수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형태의 사전
사업을 통해 전체사업에서 적어도 4000 만 달러 이상의 시행착오를 배제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량사업비의 42%는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11
개국이 분담할 예정이다. 또한 보잉으로 가는 유럽과 카나다 부담금의 70%
는 유럽의 11 개국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상무역의 형태로 되돌아 가
도록 되어 있다. 개량사업의 중요 내용은 (1)동체전체에 걸쳐 위성통신장치
를 장착하고, (2)5 개의 추가 운영 콘솔을 설치하고, (3)GPS 위성항법장비를 설
치하여 항법능력을 개선하고, (4)항공기내의 운영자 편의성(Man-Machine
Interface)을 개선하고, (5)운영자나 지상의 지휘관이 스콥상에서 목표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선명한 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중센서 정보체계를 장착
하고, (6)조기경보기의 다양한 통신수단을 자동적으로 교체 스위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공중조기경보기는 16 개 나토국가중 불란서, 아이스란드,
영국, 스페인을 제외한 12 개 국가에 의해서 소유/운영되고 있다. 미 공군은
33 대의 AWACS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 불란서와 영국은 자국의 공중조기
경보항공기를 가지고 있다.
21 세기의 해군력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해군력의 발전은 과거 200 여년의 기간에 비해 가장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에 의한 새로운 무기체계가 짝
지어지고 지역적이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건 간에 해상전력의 증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냉전의 시대와 원자무기의 위협이 사라져 가
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의 요소는 유연성이다. 그러나 해군력을 유연
하게 한다고 해서 단순화 한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다.
아직도 재래식 무
력은 제 3 세계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으며 원자무기의 위협도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미래의 적대적인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선의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냉전체계가 붕괴되고 명시적인 전쟁의 위험이 사라짐으로써
앞서가던 많은 첨단 방위산업분야가 민간분야에 뒤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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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소프트웨어 분야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국가적
인 전략이 수립되어 추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방위산업 분야는 민수분야
의 필요에 의한 제한된 분야에 한해서만 발전될 것이다.
냉전체계가 끝난 후 해군력은 대양에서의 전쟁수행 역할에서 평화유지와
위기대처 및 위기처치를 위한 신속 대응군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개
념의 변화는 수륙양용의 수송기능과 공격형 헬리콥터 항공모함을 필요로 하
고 있다. 이러한 군함들은 위기 처치시 전투력의 투입이나 민간 소개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이 제한된 기능의 해양관리를 위해서는 헬
리콥터모함이나 수직상승 항공모함(STOVL : Short Take Off and Vertical Landing)
등을 보유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해군으로 국지적인 방공능력과 공격력을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스페인, 이태리 등이 이러한 종류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도 ’98 년부터는 보유할 예정이다.
세계는 앞으로 대양을 사이에 두고 가상적이 생길 것을 가정하면 해군력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페르시아만에서의 전
쟁의 예에서 볼 수 있고 우리의 경우는 에너지 수송로인 페르시아만으로부
터 남지나 및 동남아 해역이 매우 중요한 관심대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해역에서의 적대행위 발생시나 수송로 보호를 위해서는 해군력의 증강이 관
건이다. 대양 해군은 현재 그간의 전함위주의 개념에서 함재기의 공중제압
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모함 중심의 전략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항공모
함은 물론 적 함정이나 잠수함 공중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
한 위협은 특정 위치나 상황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고도의 기술적이고
도 방어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아마도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대 유도
탄 체계로는 하전입자(Charged Particle) 무기체계나 잠수함이나 기뢰, 어뢰를
제거할 수 있는 체계가 등장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 한가지는 어떠한 무기체계도 독보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해군 무기체계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휘, 통제, 통신, 정보(C4I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
체계이다. 미래의 위협은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동맹군
의 운영은 항상 통신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장에서 동맹군 간에는 정
보의 공유가 필연적이나 오늘의 동맹군은 미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상의 보호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휘, 통제, 통신, 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동맹군의 전투체계, 통신,
전자전 체계 등이 더부살이 될 수 있는 형태에서 국가정책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동맹군과의 합동 작전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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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과 군함의 기능은 함정의 수명에 따라 탄력성 있게 변경되어야 할 것
이다.

스텔스 특성
많은 사람들이 “스텔스” 하면 레이다나 음파탐지기, 열 추적장치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과장되어 표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군함을 레이다나 음파
탐지기, 열 추적장치에 전연 잡히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레
이다 단면적을 줄이거나 음파나 열원을 줄여서 적으로 하여금 탐지하여 식
별해내는 시간을 지연시킨다거나 착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음파를 줄인다는
것은 적에게 노출을 줄인다는 목적 이외에 자신의 소나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
스텔스 특성을 개선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아울러 여러면에서 기능저
하를 감수해야 한다. 만약 브릿지나 마스트, 덱하우스 등의 레이다 단면적
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선체의 모양을 특별히 설계하였다 해도 어떤 장비 하
나를 장착함으로써 레이다 단면적은 완전히 달라진다. 태풍에 의한 선체의
페인트막이 파손되었어도 선박은 레이다에 완전히 노출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스텔스 특성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투능력을
희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값이 싼 스텔스 구현 방법은 레이다
전자파를 흡수하는 물질을 도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함의 궁국적인 목적
은 전투이므로 더 중요한 것은 미사일에 의한 피해나 전자전에 의한 기능피
해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대 유도탄 체계
대함 유도탄 설계자와 대유도탄용 유도탄 설계자간의 성능 우위논쟁은 끝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실제로 실험을 통한 성능입증이
어렵게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기체계들의 제시된 성능들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전에서 확인된 경우는 1991 년의 걸프전에서 전함
Gloucester 호가 날아오는 중국제 해안방어 유도탄 HY-2 (Silk Worm)을 대공유
도탄(GWS 30: Sea Dart)을 발사하여 파괴시킨 것이다. 그러나 유의하여야 할
것은 중국제 Silk Worm 유도탄은 대함 유도탄으로서 세계적인 최신의 것은
못 된다는 사실이다.
대함 유도탄은 해군에게는 앞으로도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초
음속 유도탄이 실전에 배치되면 이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음속 대함 유도탄에 대한 대응 무기체계는 2025 년까지는
개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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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무기체계
거함거포 주의시대의 대형함포(150mm-400mm)가 사라지면서 해군은 해안
폭격능력이 필수적인 무기체계로 대두되었다. 물론 미국의 해군이 개발중인
127mm(5 인치)의 Caliber54 Mod 4 는 예외적으로 긴 사정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예외적인 체계로 간주된다. 보통의 127mm 포는 사정거리가
13 마일 정도이나 이것은 5 배 가까이 되는 63 마일이다. 巨砲에 대한 기대
는 앞으로는 로켓으로 옮겨갈 것이다. 해안 포격을 위한 무기체계의 기술은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매우 경제적으로 낮은 가격에 효과적인 무
기체계들이 개발 될 것이다. 대함 미사일을 해안 공격용으로 기능을 확장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함정이나 공중에서 발사
되는 SLAM-ER 미사일이다. 이들은 정밀한 목표자료를 GPS 로부터 받아서
동작을 함으로써 목표공격 정밀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냉전체계가 종식되고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예산이나 필요성은 감소되었다
고 하나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집적은 오히려 상용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무기체계의 설계는 모듈개념으로
부분적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극단적인 실제의 예가 전
함을 구축하는 데 상용의 표준규격의 컨테이너를 연결하여 몸체를 조립하는
“Blohm+Voss MEKO”이 제시되었다. 이 개념은 각 컨테이너를 호텔방과 같
은 개념으로 모든 컨테이너에 설비를 갖추고 단지 그 크기에 따라 조합하여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개념적으로 나아가서는 탄력성 있게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호환성 있는 모듈들을 조합하여 조립함으로써 임무
와 환경에 따라 모듈들을 교환하는 “Danish Standard Flex” 개념이다.
이러한
모듈개념의 무기체계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바꾸어 줌으로써 해상전투, 대
기뢰 전, 대 잠수함 전이나 그때그때 주어지는 전쟁상황에 맞게 재구성될 수
있게 된다.

추진기관
해군함정의 추진기관은 계속 변천되어 가고 있으나 별로 주의를 끌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원자력 추진의 대형 항공모함을 제외하고는 스팀
엔진을 쓰는 배는 거의 없다.
대개가 선체가 매우 긴 함정에 유리한 개스
터빈 엔진을 쓰고 있으나 이것은 연료의 소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해군은 현재 연료소모를 줄일 수 있는 WR-21 이라는 새로운 터빈
(ICR : Inter Cooled Recuperative Turbine)을 개발하고 있다. 차세대 추진엔진으
로는 전기동력 추진기관(IFEP : Integrated Full Electric Power)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추진기관들도 모터에 공급되는 전력은 가스터
빈 엔진을 돌려서 얻는다는 것이다. 추진력을 전력에 의존할 경우 모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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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독자적인 모터에 의해 구동 됨으로써 동력의 전달에 필요한 전달구조
와 기아박스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기아박스의 제거는 해저잡음을 줄여주
는 결정적인 잇점을 가지게 된다.

대 기뢰전
대 기뢰전(MCM : Mine CounterMeasures)에서 주 대상이 되는 요소는 磁氣
力, 音波와 機雷를 동작시키게 하는 수압교란 등이다. 선체가 기뢰의 자기
센서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무나 FRP 등과
같은 합성수지로 만드는 것이다. 독일 해군은 비 磁性鐵을 이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나무를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FRP 합성수지를 이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엔진이나 장
비의 磁界感應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
들은 기뢰 제거함이 다른 전함에 비해 값이 비싼 주 원인이다. 그러나 해군
은 기뢰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우리와 같이 3 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반도국가로서는 기뢰에 의한 해군력의 위협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
다.
재래식의 함정무기 보다는 헬리콥터에 장착된 무기체계가 위력을 발휘함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란서 마트라사의 Sadral 이나 Thomson-CSF 의
Crotale 과 같은 단거리 유도탄, 그리고 휴즈사의 Mk 15 Phalanx 나 Signaal
Goalkeeper 등과 근거리 무기체계는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등장하고 있다. 대
형 전함들은 다양한 종류의 수동 및 능동 전자전 장비를 갗주어야 할 것이
다.
호주의 Anzac 프로그람
호주 해군은 대양 해군으로서 많은 첨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프
리깃 함 MEKO 200 은 서남 태평양의 환경에 잘 맞도록 구축되고 있다.
다
른 함정과 달리 모듈개념을 설계되는 MEKO 200 함들은 단일 디젤엔진-개스
터빈(CODOG : Singled Shaft Combined Diesel and Gas Turbine)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선체의 주문은 무기체계의 설계가 완전히 끝난 후에 이루어 진다. 뉴
질란드도 2 대를 공동으로 건조하기로 함으로써 총 10 대를 건조하는 이 사
업은 여러 회사에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방산사업의 일과성에 비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부
분이다. 우리는 특종의 규모가 매우 큰 방산사업이 수행이 되고 나면 시작
에서부터 단기간에 사업이 종료되고 그 분야 자체가 총괄적으로 종료가 되
어 없어져 버린다. 기 수행되었던 그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소요제기 되
면 과거의 사업과 연관됨이 거의 없이 새로이 시작되곤 한다. 이것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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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획할 때 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계속물량을 유지시킴으로써 맥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끝과 동시에 그
사업관련 모든 인력이 흩어져 없어진다. 이러한 맹점은 사업을 기획하고 계
획하기 위한 기본 정책이 기술발전이나 국제경쟁의 시대에 국가적인 차원에
서 대처하기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산사업은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사업의 완료시의 운영, 정비, 유지를 생
산자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 분야에 최소한의 명맥 유지를 시켜줄 수 있
다. 또한 첨단 무기체계는 수명주기가 너무 짧아서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그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이 바로 시작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
럼으로써 관련 산업분야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유지시켜 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주게 된다.
방위산업에는 많은 하청업체들을 계획적으로 참여 시킴으로써 필수 전문
분야들을 계획적으로 양성시켜야 할 것이다. 하청업체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는 국가적으로 계열화를 시키고 그 계열화된 전문업체의 육성 보호가 뒤 딸
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방산업체 지정도 그에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완성품 위주의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더 단계를 낮추어서 기술
분야와 인력에 이르기 까지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외국의 다
국적 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을 다국적 현지화 해나가는 시점이므로 방위산업
과 관련한 분야는 우리가 전략적인 분야들을 선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Anzc 프로젝트에는 스웨덴의 전술관리체계 9LV Mk 3, 불란서 Thomson
Sintra 의 소나 체계 Spherion-B, 맥도날 다그라스의 대함 유도탄 RGM-84C
Harpoon, 미국 휴즈사의 함대공 유도탄 Sea Sparrow, 독일의 MTU 디젤 엔진,
그리고 영국의 Racal 사의 Sceptre-A 전자전 지원장비 등 국제적인 장비들이
적용됨으로써 전 세계의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2 년전에 제 1 함이 인도된 이래 2004 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해군의 전자분야
해군의 전투관리체계에서의 전자분야는 혁신적인 변혁을 계속하고 있다.
초기의 기초적인 지휘통제(C2)체계에서부터 C3I 체계로, 그리고 첨단의 C4I 체
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의 시작은 1973 년의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부터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는 소련연방의 핵무기 위협까지도 있는 절
박한 상태였다. 이때 미 제 6 함대는 소련의 레이다와 무선통신장비들로부터
의 실 시간대 전자정보 수집을 위한 지휘통제체계(C2)의 개량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소련군의 전파신호들을 탐색할 수는 있었으나 근접해오는 적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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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신호에 대한 실시간적인 처리와 대응은 할 수가 없었다. 미 해군의 전
자정보 수집체계와 신호정보 처리체계가 위기를 맞은 것은 1967 년의 2 차중
동전 중 이스라엘에 의한 미국의 스파이선 Liberty 호의 기습과 북괴에 의한
푸에블로호의 피랍이다. 이때까지 미국의 정보는 주로 위성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해군에 지휘
통제통신정보체계(C3I)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로운 체계의
구축과 개량이 시작되었다.
컴퓨터의 용량, 실 시간대의 병렬처리 능력, 분산되어 있는 많은 자료의
처리를 위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중요성과 센서 및 센서수집 자료의 융
합을 놓고 앞서기를 다투던 전투지원 체계는 C4I 체계로 발전했다. 미국의
휴즈사가 1990 년대에 미국 항공모함에 있는 기존의 전투지휘체계(ACDS :
Acvanced Combat Direction System)을 개량하여 C4I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시
스템은 후에 전술시나리오에 의해 지휘관이 전술사항에 대해 질문하면 대응
조치를 대답해 주는 C&D(Command & Decision)체계로 발전했다.
영국해군도 최근에 GEC-Marconi 의 CCA(Captain’s Combat Aid)를 구축함과
항공모함에 추가하였다. 앞으로 대공기능에 주 임무를 담당할 영국-불란서이태리의 공동전함(CNGF : Common New Generation Frigate)에 새로운 전투지휘
체계(CMS : Combat Management System)가 “Horizon”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설
계되어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제는 영국의 BAeSEMA 사와 불란서의
Thomson-CSF 사 그리고 이태리의 Alenia 사가 공동으로 하기로 계약되었다.
여기에 참여하는 BAeSEMA 사는 한국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회사이다.
놀웨이는 현재 6 척의 4000 톤 급의 프리깃함을 계획 중이며 곧 이어 스텔
스 기능이 추가된 고속 순양함에 6-8 개의 전투지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란서의 Thomson-CSF 가 최신의 해군용 전투지휘체계를 상용의 기존 제
품들을 이용하여 구축 공급하고 있다. 1989 년이래 Thomson-CSF 는 34 개의
자동화 지휘체계를 공급했으며 쿠웨이트와 수출용 La Fayette 프리깃 함 두척
을 위한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이 장비는 네델란드와도 공동으로 구축
하고 있다. 공동으로 개발된 장비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리스, 인도네
시아, 오만, 폴투갈, 카타르, 터키 등에도 공급되고 있다. 공동 개발된 이 장
비는 지휘통제(C2)의 기능과 센서체계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한 위협분석과
무기체계 결정 등의 전술지휘지원 기능도 가진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해군 전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
로는 미국의 Litton, 영국의 GEC-Marconi, 불란서의 Thomson-CSF, 스웨덴의
Celsius Tech 등이며 이들은 상용의 기존 제품을 이용한 체계를 이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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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능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체계구축 및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해군 통신전자
과거의 간단한 지휘통제체계(C2)에서 지휘통제통신정보(C3I)로 넘어 가면서
단순히 음성통신이었던 것이 방대한 자료통신을 필요로 하게 되어 매우 복
잡한 통신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1980 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해군은 함대
함, 함대 해안, 그리고 함대 공중의 통신은 V/UHF 대와 MF 대를 이용하여
위성통신체계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인 통신망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장거리
통신이나 잠수함과의 통신 등에 족하다고 믿었다. 특히 핵잠수함과의 통신
은 超長波(VLF)나 極超長波(ELF)를 이용한 통신에 의존 했었다. 그러나 영
국의 GEC-Marconi 가 미 해군함대에 고주파대역의 주파수 천이형(Frequency
Hopping) 통신장비(AN/URC-109)를 적용시켰다.
이 장비는 후에 네델란드와
그리스해군 및 극동국가의 해군에도 장착되었다. 앞에서의 영-불-이 CNGF
프로젝트는 GEC-Marconi, Thomson-CSF, Redifon MEL, 그리고 이태리의 통신
전문회사 Elmer 와 공동 출자하여 NICCO 라는 통신회사를 설립하여 약 22 프
리깃함 분량의 종합통신장비를 생산토록 하고 있다. 이 통신장비는 주파수
는 HF, VHF, UHF, SHF 그리고 EHF 까지 지원하며 여기에 데이터링크 및 내
부 메시지 핸들링, 방송 까지도 지원한다. 이 장비체계는 아마도 현존의 해
군 통신장비 체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첨단 체계일 것이다.
해상 전자전 장비
아마 현존하는 해상 전자전 장비는 보잉의 계열사인 Argo-System 이 미 해
군에 공급한 장비가 가장 첨단의 체계일 것이다. 미 해군과 국방성은 이 장
비의 수출은 극히 꺼리고 있다. 그러나 ECM 장비에 비해 전자전지원(ESM)
장비는 미 해군과 특별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호주와 같은 나라에는 일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슷한 수준의 장비가 Raytheon
의 ESM 장비로 대만의 6 척의 프리깃함에 판매되었다.
국제 시장에서는 비
밀보호에 이한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한 수준 아래
로 여겨지는 장비가 더 많은 시장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상태는 어느 정
도 시간이 지나서는 비밀을 앞세운 폐쇄성 때문에 장비의 우열을 바꾸어
놓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현재 첨단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Argo-System 이 엄격한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영국의 RacalThorn Defence 사는 40 개국 이상에 470 개 이상의 ESM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세계에서 가장 해군 전자전장비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
사이다.
앞으로의 전자전 장비는 ECM-ESM 의 기능통합 쪽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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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4I 체계의 구축으로 디지털 전술신호의 대량 통신은 기만이나 다른 종
류의 전자방해 보다 능동적인 재밍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새
로운 개념이 CNGF 프로젝트에서는 Racal 사의 주도아래 이태리의 Alenia, 그
리고 불란서의 Thomson-CSF 와 공동으로 1999 년에 완성을 목적으로 개발되
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신호수집 체계중의 하나는 잠수함의 잠망경의 끝에 붙여서
전자전지원 정보를 수집하는 소나의 기능을 보완하는 ESM 장비이다. 이 장
비체계는 잠망경이 물위로 부상하는 순간부터 전자파를 수집하도록 한다.
현대와 같이 공중 초계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는 항공기 레이다의 신호를
즉각적으로 탐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향후의 ECM 장비는 하드웨어적인 기능과 함께 소프트웨어 기능이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모든 장비는 쉽게 기능을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게
모듈화 되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모듈화는 상용체계로부터의 첨단 기술을 직
접 짧은 기간 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파키스탄의 공격용 잠수함 Agosta 90B 3 척, 사우디아라비아의 La Fayette 급
프리깃함 3 척,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동독제 해군함정의 개량사업 등에
Thomson-CSF 의 ESM 장비 DR3000 이 공급되고 있다. DR3000 은 불란서 해
군의 전자전 장비 ARBB-33 을 근간으로 하여 Dassault Electronics 사가
Thomson 사를 위하여 개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Tadiran 사 자회사인 Elisra 는 이스라엘 해군에 4 세대에 걸쳐
독점적으로 해상 전자전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들의 전자전장비 NS-9000
계열은 쾌속정에서부터 잠수함에 이르기 까지 두루 잘 맞는다고 한다. 잠수
함 용은 ESM 기능만 가지고 있으나 해상용은 재밍 및 디코이 기능을 포함한
ECM 기능과 ESM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 한 회사 Elbit 사는 접근해
오는 유도탄에 대응하여 적절한 시간에 채프, 플레어 또는 채프와 플레어를
동시에 자동으로 살포토록 하는 자동살포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 장비는
1973 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시 쾌속정 두대가 월등한 화력의 시리아군 함정
과 이집트군 함정을 각각 1:1 로 맡아서 채프를 이용하여 유도탄을 무력화
시켰다. 이것은 유도탄에 대한 채프의 사용으로는 최초로 기록된 사실이다.
이때 쾌속정은 헬리콥터에 의해 근접지원을 받으며, Styx 유도탄이 발사되었
을 때는 채프를 발사하여 유도탄이 무력화되도록 하였다.
현대 공중전력
항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모든 전쟁에서의 전장을 제압하고 폭격능력
의 정밀 첨단화와 잘 갖추어진 유도무기와의 정합으로 우군의 피해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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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키는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주로 현대 개발되고 있는 EF 2000 Eurofighter, Rafael, JAS Gripen, F/A-18, Su37, MIG-35, SU-32, F-22 등의 차세대 첨단 전투기들은 현역의 전투기들에 비
해 월등히 비싸다. 그러나 이러한 차세대 전투기들은 스텔스기술, 생존성,
막대한 공격력 그리고 승무원과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기능
등에서 최첨단 기술을 집약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과 무기체계들은
현대화된 항공전자, 레이다와 각종 센서, 전자전 장비, 공대공 및 공대지 유
도탄, 장거리 초정밀 유도무기(PGM : Precision Guided Munitions) 등과 연계되
어 차세대로 연결될 것이다.
Avionics, 레이다, Sensor
항공무기체계 중에서 많은 분야의 개선이나 새로운 개념은 Desert Storm 과
보스니아 평화유지군의 운영중에 도출되었다. 공중 조기경보체계, 공중전장
관리체계, 정밀 항법 및 목표추적용 포드, 사격통제용 레이다 등은 대표적인
예 들이다.
1990 년대 중반에 와서 공중조기경보기와 공중 전장관리체계는 폭발적으로
소요가 제기되었다. 전장감시와 통제를 위한 많은 새로운 또는 성능이 보장
된 체계들이 제안되었다. 1998-1999 에 일본에 인도될 보잉사의 4 대의 E-767
공중조기경보기가 대표적인 체계이다.
호주 정부도 2000 년까지 공중조기경보기의 확보를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
행했다. 이에 대하여 AN/APY-2 레이다를 장착한 보잉의 E-767, 노스럽-그루
만의 다중기능 전자스캔기능 (MESA : Multi-rol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
이다를 갖춘 보잉의 737-700, 그리고 록히드마틴의 C-130J Hercules 가
AN/APS-145 레이다를 장착하여 새로운 공중조기경보기로 제안되고 있다.
공중조기경보 체계로는 Raytheon 과 E-System 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고정형
원형돔에 전자스캔 레이다 Elta 를 장착한 Airbus 310 도 제안되고 있다. 이스
라엘 항공산업(IAI : Israeli Aircraft Industries)도 호주와 우리나라에 Raytheon 과
E-System 과 공동으로 Elta Phalcon 위상배열레이다를 보잉 767 에 장착하여 제
안하고 있다.
중국의 조기경보기 제안 요청에 대해 이스라엘 항공산업(IAI)은 러시아의
IL-76 에 Phalcon 레이다를 넣어 제안하고 있으며, GEC-Marconi 는 IL-76 과 개
량된 Argus 레이다를 장착하여 제안하고 있다. 에릭슨의 Erieye 레이다를 장
착한 Saab 2000 도 공중조기경보기로 제안되어 있고 브라질의 Embraer EMB145 는 아마존 유역의 정찰에 취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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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공중조기경보기 후보들이 새로 개량한 노스럽 그루만의 E-2C
Hawkeye 와 함께 호주,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
태리, 터키 등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항법장치와 정밀목표지정 포드
항법/정밀목표지정 포드는 이제 그 기술이 확립된 상태이다. 록키드마틴
의 AN/AAQ-13/14(LANTIRN)는 미공군의 F-16C/D 와 F-15E, 그리고 해군의
F-14 Tomcats 와 일부 외국으로 수출된 F-16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이러한 기존의 포드들이 제조회사들에 의해서 다시 개량되고 있다. 개량
된 포드형의 LANTIRN 들은 기존의 25,000 피트 상공에서의 폭탄투하 능력이
40,000 피트 상공에서도 정확히 투하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고 스커드 미사일
같은 유도탄 발사대에 대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량되고 있다.
이러한 개량된 LANTIRN 은 2000 계열로 구분되고 있는 데 그중 2000+계열
은 미국 자체에만 공급되고 있다. 개량된 2000 계열은 현재 미 공군이 시험
중이며 소형의 새로운 형태의 유사체계도 현재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록키드 마틴사의 야간 조준 폭격장치 AN/AAS-38B NITE Hawk(FLIR :
Forward Looking Infra Red) 포드도 미 해군의 F-18 기종에 널리 공급되어 있다.
영국의 GEC-Marconi 사는 항공기 탑재용 열영상 레이저조준장치(TIALD :
Thermal Imaging Airborne Laser Designator)와 항법포드장치를 연동하여 영국 공
군의 토네이와 해리어 전투기 장착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Rafael
사의 Litening 포드를 장착하고 있고 불란서는 톰슨사의 Atlis 포드를 F-16 과
Mirage 2000 에 장착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노스럽 그루만사의 F-5E
를 이용하여 시험을 완료하였다.
중국은 이미 영국의 TIALD 를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다, 적외선, FLIR 등을
연계하는 창공(Blue Sky)포드를 새로 개발하는 다목적 항공기 FC-1 에서의 사
용을 목적으로 자체개발하고 있다.
미 해군은 최근에 보잉에 차세대 장비로 F-18 계열에 사용하기 위하여
ATFLIR(Advanced Targeting Forward Looking InfraRed)체계의 개발을 위한 새로
운 제안을 요청했다.
사격통제 레이다 개량
성능이 매우 우수한 사격통제 레이다로 꼽혔던 노스럽/그루만의 F-16A/B
항공기의 레이다는 수명연장을 위해 APG-66(V)2A 로 개량되었다. 또한
APG-68 은 능동형 배열안테나로 교체하여 새로운 레이다 APG-78 로 명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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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휴즈사의 다기능 레이다 APG-63 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량하
여 목표탐지 능력과 트래킹 능력을 향상시켰다.
영국은 미국의 AMRAAM 을 GEC-Marconi 사의 다중모드 펄스도플러 레이
다와 조합하여 영국해군의 해리어(AV-8B)에 매우 우수한 무기체계로 장착시
켰다.
MIG-21 의 개량을 위해서는 러시아는 여러가지의 개량을 실시하였고 그중
에서 코히어런트 펄스도플러 레이다인 Kopyo 는 인도의 MIG-21 에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향 관측 및 사격(Look-down-shoot-down)능력이 있는 엘
타의 El/M-2032 펄스도플러 레이다를 로마니아의 MIG-21 현대화와 칠레의 F5E/F 항공전자 장치개량에 적용하여 성능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최신예기로 현재 생산중인 불란서의 Mirage 2000-5 는 톰슨사의 장거리용
다중모드 펄스도플러 레이다로 초기의 체계를 개량해가고 있다.
항공전자전 장비체계
1990 년대에는 국지전에 대비한 전자전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
과 같은 초강대국이나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체계도 향후 얼마간은 국지전
에 대비하여 잡음이나 기만용의 재머나 견인식 디코이(Towed Decoy), 적외선
유도탄 경보장치 등의 전술적인 전자전 체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다.
재머
전자전 재머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사용자 마다 모두 각각의 의견을 가지
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미 해군과 공군이 F-16 기종과 F/A-18 기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다 미 의회가 시험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하여 1992 년에 중단된 ALQ-165 자체보호용 전자전장비(ASPJ : Advanced
Self Protection Jammer)사업이다. 비록 이 사업은 중단되었어도 ITT 와 노스
럽-그루만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장형 ASPJ 사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을 상대로 계속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1995 년에는 보스니아 내전에서 내
장형의 ASPJ 가 F/A-18C/D 에 장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내
장형의 ASPJ 는 F-14D 에 장착되었고, 스위스와 핀란드가 F/A-18C/D 에 장착
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997 년 1 월 우리나라가 내장형 ASPJ 를 구
매하기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전자전 분야에서 큰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역
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내장형의 ASPJ 는 거의 사라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기사회생 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힘입어 로키드-마틴은
내장형 ASPJ 를 UAE 의 전투기사업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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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 의 다른 주요 전자전 장비는 ALQ-131 이었다. ALQ-131 의 내장형으
로 노스럽-그루만에 F-15 용으로는 ALQ-135, 그리고 F/A-18 용으로는 ALQ162 가 나와 있고 록키드-마틴-샌더스는 F/1-18 을 우한 기만용 장비로 ALQ126 을 개발해 놓고 있다. 세계 각국의 F-16 운영국들은 ALQ-131, ALQ-162,
ALQ-184, ALQ-187 Rapport III 등의 다양한 전자전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
일회용 소모성 재머
냉전종식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방위예산을 축소하는 움직임과 미국을 중
심으로 하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등은 국지전 중심의 제한된 기능의 전자전
장비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공동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장비간에 연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의 장비에 대한 공동이용은 고유의
보안성이 노출되게 되므로 최소의 필요기능만을 공용시킬 간단하면서도 효
과적인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고정익이나 헬리콥터에 사용할 수
있는 소모성 재머의 공동개발이 자연스럽게 미국과 나토국들 간의 공동사업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견인용 디코이를 이용한 전자전 체계의 개발이 급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주파수의 변환이 용이하고 Error Cancelling 을 할 수 있어서 다중모드
레이다를 재밍할 수 있는 견인용 디코이들이 제안되고 있다. 록키드-마틴에
의해 2001 년까지 생산 공급될 IDECM 디코이는 모체항공기의 레이다경보수
신기(RWR) 기능과 자체보호용 전자전 장비의 기능을 엮어서 통합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유도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자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 견인용 디코이는 미 해군의 F/A-18E/F 의 기본 전자전 체계의 일부로 되
어 있으며 F-15 와 B-1B 도 이 견인용 디코이가 전자전장비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Raytheon 사의 견인용 디코이 AN/ALE-50 는 초기에는 미해군의 F/A18E/F 와 A-6 의 항공전투지휘를 위한 체계로 선정되었다. 1993 년에는 미
공군도 F-16C/D 와 B-1B 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첫번째 생산품이 1998 년
에 납품될 예정이다.
영국은 견인용 디코이에 있어서는 가장 경험이 많은 국가이다. 처음에 영
국이 사용한 견인용 디코이는 GEC-Marconi 사의 ARIEL 로서 1990-1991 년 페
르시아 만에서 사용되고 후에 보스니아 작전에서 토네이도 항공기에서도 시
험되었다. 여러 종류의 ARIEL 이 있어서 수송기나 속도가 빠른 유러파이터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적외선 대응용도 있다. 스웨덴의 Celcius 은 영국의
ARIEL 의 발사체를 공급하고 JAS37 과 신형 전투기 JAS39 Gripen 에 선정된
견인용 디코이 BO2D 를 생산하고 있다. 독일도 수송기용과 전투기 용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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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디코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불란서의 Dassault Electronique 사는 영국의
GEC 와 같이 Mirage2000 과 Rafael 에 장착할 견인용 전자전 재머(TARD)를
개발하고 있다.
적외선 추적 유도탄 경보체계
미국의 적외선 추적유도무기 경보체계는 록키드-마틴사의 AAR-47 이 기본
장비이다. 1995 년에는 AAR-47 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록키드-마틴-샌더스사
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약 2000 대를 헬리콥터에 장착시킬 예정이며 다시 AV8B, A-10, F-15, F-16 그리고 F/A-18 등에 추가로 2000 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 비행시험을 마치고 1999 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노스럽-그루만의 AAR-54(V)는 미 공군과 영국 공군의 C-130, 헬리콥터, 그리
고 다른 수송기들을 위해 이미 양산단계에 있다.
유럽에서는 Litton Applies System 과 DASA 의 유도탄 탐지시스템(MILDS)이
토네이도, F-16, F/A-18, AV-8B Harrier 와 헬리콥터에 장착되고 있다. 불란서의
Matra 와 DASA 도 MILDS-2 를 기반으로 하여 Mirage 2000 에 적용할 DDM 을
개발하였다. 이스라엘의 Elta 의 소형 EL/M-2160 은 능동형 경보체계로서 양
산하여 이스라엘 F-16 에서 운영 중이다.
쿠웨이트는 1991 년 이라크의 점령에 의해 파괴된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위
해 국가전체의 C4I 체계를 새로 설계 구축하기로 하고 이의 구매를 위해 12
억$을 지출할 예정이다.(*1) 쿠웨이트의 경우는 새로운 체계의 구축에 기존
의 장비나 체계들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까지도 새로 도입하도록 하
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 쿠웨
이트 정부는 이 체계를 ’98 년 12 월까지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 큰 사업을 위해 세계각국의 관련 업체들은 공동수주를 위한 짝짓기
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Litton Data 사는 영국의 GEC-Marconi 와
연합한 상태에서 추가의 회사를 물색하고 있고 불란서의 톰슨사도 참여를
위한 제휴선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록키드마틴사와 휴
즈사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의 유수 업체들은 거의 모두가 경쟁
에 뛰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스는 방위산업체인 국영 Hellenic 항공사를 부분적으로 주식 공개를 통
해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 15 억-20 억 드라크마의 적자를
1999 년까지 항공기 및 엔진정비 분야를 흑자상태로 전환한 후 민간에 주식
의 일부를 매각하여 민간을 참여 시킬 예정이다. 민영화를 위해 5 개년 계
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의 약 80%인 방위분야를 줄이고 현재 약 320 억 드
라크마(11,800 만 달러) 매출을 5 년동안에 400 억 드라크마로 확장하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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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매출 신장은 그리스가 10 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방현대화 계
획의 전투기 구매에 투입될 3 조 드라크마의 예산을 예상한 사업 확장과 현
재 보유하고 있는 40 대의 F-4 팬텀기의 개량 사업이다. (*1) 이 사업중에서
컴퓨터 표시장치와 항공전자 부분은 이스라엘의 엘빗(Elbit)사에 독일 DASA
를 통하여 3 년 계속과제로 주어졌다.
방산구매 제도의 개선
미 국방성은 우주 및 기술개발과 국제부문 및 상용부문의 구매 및 연구개
발 지원부서의 직제를 축소하였다. 그리고 기술정보센터와 조달대학 예산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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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개량사업
항공기 개량사업의 대표적인 기종은 F-5 와 F-4 이다. 미국의 Tracor 사는
미공군의 F-4 항공기 24 대를 표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1330 만달러 프로
젝트를 수주했다. 이 사업은 세번째의 사업으로 이미 9080 만달러가 투입되
었다.
현재 Tracor 는 2 차물량의 사업분 36 대를 개량중이다. 5 번째 사업
으로는 무인항공기로 개조되어 QF-4 로 명명되어 공급될 예정이다.(DN. Dec.
7, ’97)
우리의 방위산업
우리는 그간 기계분야와 전자통신 분야에서 꾸준히 방위물자에 대한 개발
/생산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해 왔다. 육군의 각종 총포류와 통신장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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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보병장비에서부터 전차에 이르기 까지 그 규모와 체계를 꾸준히 발전
시켜 왔다. 특히 그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한 국방분야의 연
구/개발은 여러 가지의 다른 평가가 있으나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후
진국의 가장 빠른 연구개발은 모방개발과 복제생산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
이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독자개발, 독자설계에 의한 자
립생산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1997 년 10 월 16 일 대우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시킨 국산구축함 을지문덕함
(국방소식 제 84 호)이나 120 대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가운데 1 단계 직
도입 12 대와 2 단계 조립생산 36 대를 거쳐 국내면허생산 단계에서 처음으로
1997 년 7 월 출고된 국산 KF-16 전투기 1 호(국방소식 제 81 호)는 종합적인
방위산업체계의 개발/생산 능력의 확립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국내 생산되는 KF-16 전투기(Bolck 50/52)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F-16 기
(Block 30) 보다 기골이 보강되고 추력이 증강된 신형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이륙중량 및 기동성을 향상시켰으며 위성항법장비(GPS)와 야간 저고도 침투
장비(LANTIRN : Low Altitude Navigation and Targeting Infra Red for Night), 레이다
성능개량 및 대공제압무기(HARM : High speed Anti-Radiation Missile) 장착 등
전반적으로 항공전자 계통이 보강된 최신예 전투기이다. 또한 첨단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AMRAAM : Advanced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을 장착함
으로써 중거리 전투능력과 대공제압 능력, 공대함 성능을 강화하여 유사시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다.
국산 구축함 을지문덕함은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국산
전투함인 한국형 호위함 FF 급(1,500 톤)의 2 배이상인 배수톤수 3,125 톤이며,
만재 톤수는 3,885 톤으로 길이는 135.4m, 높이 36.5m, 전폭이 142m 로서 개
스터빈 2 대와 디젤엔진 2 대로 순항속력 18KTS, 최대속력 30KTS 를 낼수 있
으며 승조원은 286 명이다. 을지문덕함의 주요 무장으로는 주포 1 문, 대함
및 대공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대공.대함 레이다, 수중탐지의
음탐장비외에 헬리콥터를 2 대 탑재하며 고도의 화생방 보호체계도 갖춘 최
신예 전투함이다. (국방소식 제 84 호)
차세대 고등훈련기(KTX-2) 개발사업은 ’97 년 11 월 24 일 미국의 엔진제조
회사 General Electric 과 3 년에 걸쳐 초음속 경전투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F404 를 기반으로하는 6 대의 터보팬 엔진 개발을 위해 5000 만불 계약이 체
결되었다. 이 계약은 ’97 년 10 월 25 일 국방부가 97 대의 고등훈련기 제작을
위한 약 22 억달러로 예상되는 사업의 주계약자로 선정된 사업의 일부로 그
후로는 500-600 대의 수출용 추가 물량을 희망하고 있다. 고등훈련기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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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첫 비행을 실시하고 2005 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간의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 557 호)은 무기체계의 획득
을 위한 소요제기에서 채택획득에 9 단계의 과정을 걸쳐 시행하던 것을 ’97
년 5 월 19 일부터 6 단계로 단순화하는 개정을 단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과거의 (1)각군 및 기관에 의한 소요제기, (2)합참에 의한 소요결정, (3)합참에
의한 무기체계 결정, (4)국방부에 의한 획득방법 결정, (5)합참에 의한 시험평
가, (6)국방부에 의한 협상 및 (7)구매방법 결정과 (8)기종/도입방법 결정, 그
리고 (9)합참에 의한 무기체계 채택 등의 9 단계로 시행되던 것을 (1)각군에
의한 소요제기, (2)합참에 의한 소요결정 및 (3)시험평가, (4)국방부에 의한 협
상과 (5)도입방법 및 (6)기종결정의 6 단계로 간소화 되었다.
상기의 무기체계 획득은 그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다양한 무기체계를 일관적인 절차에 의해 획득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소총을 획득할 경우의 무기체계 획
득방법과 방공 및 조기경보를 위한 공중조기경보기 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소총의 경우 시험평가는 우리가 충분히 수
행할 능력도 있고 또한 그 시험평가의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
기경보기의 경우 우리가 시험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이다. 오히려 시험평가가 아니라 사용체계를 배워서 세세한 용도를 인식하
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소총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시험평가를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체계에 가서 그들의 시나
리오에 의해 시승을 하고 데모를 보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소요제기를 위한
면식의 단계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험평가의 과정은 현실적으로 없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 하면 시험평가를 한다고 공급자들이 제시해
주는 확인될 수 없는 수치들을 늘어놓고 비교하는 일을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시험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집단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집단이란 국
가적인 차원에서 양성, 유지되어야 하며 이것은 민이 주도가 된 민.군이 결
합 집단이어야 할 것이다. 전문집단은 꼭 국내의 전문가 들로만 이루어 질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외의 무기체계 공급업체의 전문인력도 참
여토록 하여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시험평가의 내용을 감안하면 우리의 무기체계 획득과정은 현
재의 개정안도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획득과정은 가능
한 사용자 위주로 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이양시켜 주는 것이 효과와 효율
을 높일 수 있다. 합참의 대전략에 의해 각군이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므
로 각군이 사전에 무기체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군이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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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마친 무기체계를 소요제기하게 하고 소요 제기된 무기체계는 소요군
과 합참이 공동으로 작전계획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여 소요결정과 기종결
정이 이루어 지고 이 무기체계에 대한 협상과 도입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협상은 도입방법에 따라 그 내용이나 조건이 크게 변화될 수 있
으므로 오히려 도입방법이 협상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기체계의 획득 단계는 (1)시험평가/개념평가, (2)기종을 포함한 소요결정, (3)
도입방법을 포함한 협상의 단계로 일의 순서에 따르는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순리적인 무기체계 획득과정을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
군이 무기체계를 사전에 검토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JSTAR(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nato 6 대(nato 가 구매 거부) dn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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