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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중국, 러시아가 개발하여 전력화 중이며 다소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도 최근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반면,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대해 미국조차도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게임체인저라고 불리우기도 합니
다. 따라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특성을 탄도미사일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대응하기는 어
렵지만 그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음속의 1에서 5배의 속도를 초음속이라고 하고, 음속의 다섯 배가 넘는 속도를 극초음속
이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무기체계에는 글라이딩과 스키핑을 하며 비행하는 극초음속 비행
체와 순항비행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로켓엔진
을 사용하여 상승단계가 끝나면 물수제비 모양과 비슷한 스키핑 비행을 하면서 활공하는
글라이딩 비행을 하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공기 압축력에 의해 연료가 연소되는 원리
를 이용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하여 순항비행을 합니다. 두 체계 모두 기동이 가능합니
다.
이런 극초음속 비행체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탄착지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초기에 탐지해서 추적하면 탄착 지점과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
습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비행체는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곳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
에 탄착지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기동 재진입체와는 다르게 발사 초기부터 저고도 비행을 합니다. 기동
재진입체는 탄도비행을 하고 마지막에 저고도에서 기동하기 때문에 탄착지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초에 탐지하고 추적하기에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
행체는 기존의 일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고도에서 기동합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체계의 방어시간과 요격공간이 최소화되어 요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사
일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일부 무기체계에 핵을 탑재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입니다.
극초음속 비행체의 세 번째 특성은 스키핑을 하며 장거리 비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저고도 발사를 통해 속도를 확보한 후 스키핑을 하며 수천km 이상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스키핑 중에 원하는 지점에서 낙하하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극초음속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기존의 순항미사일보다
높은 고도에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기동을 합니다. 비행궤적은 기존의 순항미사일과
비슷하나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공통적인 특징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수 운동에너지만으로 파
괴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500kg 탄두를 가정할 경우 약 TNT 1.5k ton의 효과를 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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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협의 특성과 공격 시나리오에 대
해 살펴보고, 방어구조에 대한 개념연구가 필요합니다. 개념연구 시, 대응을 위해 탐지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별 갭(gap) 분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탐지체계 분야입니다.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최초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주기반 센
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광학체계를 포함하는 등 센서그리드를
강화해서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레이더를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탐지 및 추적에 이용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개념을 발전시켜야 합니
다. 우리군의 탐지체계를 강화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맹과의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지휘통제체계 분야의 강화해야 할 내용은 위협의 경보전파능력, 낙하 및 탄착지점에 대
한 조기예측, 표적융합 등 정보처리능력, 징후 정보, 최초 탐지 및 추적 정보 공유 등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격 능력입니다. 요격은 부스트단계, 글라이딩(순항) 단계 또는 종말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위협을 대상으로 어떤 단계에서 방어할 것인가를 비용대효과
를 고려하여 강화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격 능력의 개발 및 강화방향은 낙하지점
예측 능력 강화, 미사일의 기동능력 강화, 요격체 강화, 요격체의 탐지능력 향상을 위해 적
외선과 전자기파를 함께 이용하는 이중탐색기술 강화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대응방향을 제
시하였습니다. 게임체인저라고 불리우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추
진한다면 방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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