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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과 민군 겸용기술
명
정 수
고등기술연구원 .
I. 민군 겸용 기술의 대두
공산권의 붕괴로 동서 진영의 화해 무드는 세계적으로 국방비의 삭감을 가장
큰 이슈로 부각시켰다. 특히 미국의 국방비 삭감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방향전환은 그 파급효과가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력과 기술패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간의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어 가고 있다. EC(European Community), NAFTA
등 지역경제 블록의 구축과 다자간 통상규제와 시장개방 체제의 WTO출범 등
경제환경의 변화는 국방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기술우위 국가들의 일방적인
시장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국방분야 만이 가장 마지막 까지 국가별로
개방을 늦출 수 있는 분야이다.
미국은 ’90년대 초부터 국방비의 삭감을 위한 군수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산체계를 이용한 종합군수지원(ILS:Integrated Logistics Support)의 중점적인
연구/개선을 통하여 오늘날 CALS(Computer Aided Logistics Surrpot ; 이것은
민간부문으로 확장되어 Commerce At Light Speed로 발전 되었다.)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군용은 물론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민.군 겸용기술이란 칼과 같아서 칼의 사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활용기로도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듯이 민간 고유의
목적과 군 고유의 목적에 공히 쓰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민.군 겸용기술이란
민수용이나 군수용으로 너무 차별화하여 민수용이나 군수용 모두에 불합리한
제도나 개념을 심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전자, 전산 및
정밀기계분야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비용개념을 초월한
과거의 국방관련
기술은 민간 기술을
앞서 갈 수가 있었다.
그 결과 ’80년대 중반
까지는 국방기술의
민수화(Spin-Off)가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
졌으나 ’90년대에 들어
서서는 오히려 민수용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이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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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민수용 기술의 특징은 빠른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 기술을 실용화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의 기민성에 있다. 민수용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낮추어 줌으로써 실용화의 순기를 크게 단축시켜 줌으로써 비용면에서 군용과
구별된다. 과거에는 유사한 목적의 상품이나 체계를 개발할 경우 군용의 경우가
민수용에 비해 개발시간과 비용이 4-8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이것은 가격면에서
최소한 4배 이상의 차이가 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는 민수용의 제품이나
체계도 신뢰성이나 안전성에서 크게 향상되었으며 또한 삭감되는 국방비 및
군비축소로 인한 군 수요의 감소는 민수용의 군용화를 통한 민.군 겸용 노력이
당연하게 되었다.
민.겸용 기술의 대상분야로는 정보통신, 전산, 체계공학, 센서, 신호처리,
추진기관, 에너지 변환물질, 초 내열합금 등의 신소재, 환경, 생명공학,
경량항공기의 구조 및 기기, 유체역학, 제어, 전자파 무반사 기술, 고출력 레이저,
평판 표시소자, 지형정보 자료관리 기술, 초 고집적 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II.전자/전산 분야의 민.군 겸용기술
전자분야의 발달과 컴퓨터분야의 발달은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국방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혁을 불러 왔다. 반도체기술의 발달은 모든 전자부품의 회기적인
축소를 가능케 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중요 핵심분야에는 반도체기술의 집적체인
컴퓨터 CPU가 들어가서 거의 모든 무기체계가 첨단화, 지능화된 무기체계로
진화해 가고 있다. 즉 전용 컴퓨터 칩의 내장은 무기체계들로 하여금 자동화와
복합 체계화로의 변환을 거듭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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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기술의 특징은 과거에는 경제성에 비해 필요성이 우선 했다는
것이다. 즉 효과가
電子戰 分野의 民軍 兼用技術
기대된다면 비용은 어느
情報分野의 閉衰性
民需用 尖端分野
정도 감수할 수 있었다. 즉
技術交流 不可
通信
하드웨어
국방분야의 폐쇄성과 한정된
半導體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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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公開

전자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대책마련에서는 가장
소극적인 분야이다. 이것은

自動化 體系
소프트웨어 비중의 增大
구성 컴퓨터 演算裝置(CPU)의 斷命

DSP
竝列處理技術
Mult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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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는 실제 상황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유사한 가상의 상황도
부여하기를 꺼려 하는 속성 때문이다.
우리의 전자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전자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의 전자전은 하드웨어 중심의 전자파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대는 컴퓨터의 내장으로 기초지능을 갖춘 무기체계로 발전해 가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속도는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급격하다. 앞으로 전자전과
정보분야에서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수집 그리고 정찰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분야에 투자와 보안 및 연구의 중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전의 우선 대상은 레이다와 관련된 체계이고 그 이외에 통신체계가 중요
대상이 된다. 특히 위성을 이용한 통신분야의 계획은 전자전에 대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통신위성은 물론 특히 군용의
GPS위성은 재밍에 매우 취약하다. 이를 위해 미 해군은 우선 1년 과제로 15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JED.Sept.97,pp26) 차세대의 전자전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연구와 신기술에 대한 적용노력이 있어야 한다.
III. 주요 전자전(EW : Electronic Warfare) 분야
전자전은 과거의 전자통신위주의 시대에는 “敵軍의 電磁波에너지의 사용을 拒否

또는 效果를 감소시키고 友軍의 電磁波에너지의 사용을 保障하는 제반 군사적
활동”이라고 정의 되었다. 그러나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중앙연산처리장치(CPU : Central Processing Unit)가 장비나 무기체계에 한
구성요소로서 포함 되어 있는 현대의 첨단 무기체계에서는 컴퓨터의 Software에
관련된 대비책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앞으로 과거의 전자전을 그
범위를 넓혀서 Software Warfare를 포괄하는 전자/정보전(EIW : Electronic &
Informatic Warfare)로 정의 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거의 전자전에 대한 정의도
“敵軍의 電磁波에너지의 사용을 拒否 또는 效果를 감소시키거나 무기체계의 誤

動作을 誘發하여 기능마비 또는 攪亂을 유도하고 友軍의 電磁波에너지의 사용과
무기체계의 사용을 保障하는 제반 군사적 활동 ”으로 정의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의 전자/정보전은 Software의 조작을 통한 적 장비의 오
동작 유도 및 Virus와 같은 컴퓨터 Software를 침투시켜 적 무기체계의
정상작동을 훼방하는 각종 행위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방성 컴퓨터가 핵킹(Hacking)을 당하여
군사비밀을 도난 당하고 기능이 마비되는 사건들에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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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의 주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나 현대전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電子戰의 1次的 對象
RADAR가 단연 첫번째
대상이다.
레이다는
RADAR - RADAR 란 ?
2차대전 때부터 실용화되기
電磁波(RAdio wave) 를 이용하여
Electromagnetic Wave
시작하여 이제는 전시는
물체를 探索(Detection) 하고
물론 평시에 항공분야와
反射波 信號의 有無 (
확률)
우리가 매일 접하는
(And)
일기예보 분야 등 광범위한
방향과 거리를 측정(Ranging)하는 장비체계
電子波의 走行時間 測定
영역에 걸쳐서 원거리를
내장 컴퓨터를 이용한 신호의 추출 및 처리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는 무기체계에 그 기능이 집적되어 들어감으로써 유도탄으로
불리는 유도무기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전자적 대응은 가장
중요한 전자전 분야의 하나이다.
레이다는 짧은 전자파의 덩어리를 목표물체에 던져서 부딪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물체 까지의 거리ㄴ를 특정한다. 발달된 신호처리 체계와
지능화된 반사신호의 구별 능력을 가졌다면 부딪쳐 오는 전자파의 덩어리가
바로 전에 던져진 것인지 아니면 훨씬 먼져 던져진 것이 훨씬 멀리까지
날아가서 부딪쳐 오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레이다는 끊임 없이 전자파의 덩어리를 던지고 일정시간(반복주기 :
Pulse Repetition Period 또는 Time) 기다렸다가는 다시 던진다. 이러한 펄스
반복주기는 대개 장거리 레이다의 경우 50분의 1초 정도가 되고 거리가 짧은
목표물체를 탐지할 때는 훨씬 짧은 시간을 가진다. 반복주기가 50분의 1초라는
것은 50분의 1초를 기다렸다가 다음 덩어리를 던지고 또 던진다는 것은 1초에
50개의 덩어리를 던진다는
Radar 波의 特性
것을 의미한다.
즉
펄스반복주파수가 50Hz라는
•목표물까지의 거리 R
T
c T
것을 의미한다. 전파
R
R =
2
덩어리가 1초에 30만 Km를
•2차 주행파로 부터의 식별거리
c
T
=
=
날아 간다고 보면
R
T
2 f
2
2Runamb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날아
fP : 펄스반복 주파수
•도플러 주파수 fd는
(Pulse Repetion Frequency)
갔다 되 돌아오는 데 걸리는
2V
f =
λ
시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Vr : 상대속도
것이다. 앞의 50분의
λ : 반송파 파장
1초이면 30만Km의 100분의
1 즉 300Km를 날아 갔다 올
수 있는 것이다.(왕복 600Km) 여기서 레이다의 전자파는 항상 탐지 거리를
왕복하여야 하므로 최대 탐지거리의 두 배를 주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
R

R

unamb

p

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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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이다가 던진 전자파의 덩어리가 예상되는
최대 측정거리를 훨씬 지나서 멀리 있는 물체에 부딪쳐서 나중에 던져진
덩어리와 뒤섞여 들어 올 경우 레이다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지각 반사파(이것을 2차 주행파 : 2nd Time Around라 부른다.)는 레이다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바로 전에 나간 신호와 어울려 들어 옴으로써
마치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즉 2차 주행파는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 시킨다. 이러한 원리는 전자전의 주요 대상이다. 즉
상대방 레이다의 신호를 붙잡아서 적당한 시간을 지연 시킨 후 적당한 크기로
신호를 요리하여 상대 레이다에 쏘아 줌으로써 탐지 물체를 임의의 거리에 있는
것처럼 속여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레이다 전자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레이다는 무기체계와 결합하여 지금 까지는 시위를 떠난 화살 개념의
발사체를 떠나면 그 이후는 조정이나 다른 행동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이었으나
이제는 무기체계에 눈과
Radar 武器體系의 동작절차
귀를 달아주어 목표를
향해 날아가면서
探知(Detect)
敵의 有無를 感知
계속적으로 발사자의
位置, 數의 확인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識別(Identify)
敵/友軍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
本質(Nature)
意圖(Intent of Mission)
되었다. 즉
ECM(電子戰) 대상
追跡(track)
유도무기체계가 되었다.
經路確認(History)
進路豫測(Extrapolate)
이러한 무기체계의
邀擊(Intercept)
동작은 레이다를
Lock-on/發射(Launch)
破壞(Destroy)
중심으로 근접하는 적의
유무를 探知(Detect)하여
확인하고 위치와 그 숫자를 확인하여 적의 작전의도와 그 능력을
識別(Identify)하고 적의 행동과정과 진행을 追跡(Track)하여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우군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즉 遙擊(Intercept)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4단계의 유도무기용 레이다의 동작 절차에서 적당한 단계에 전자전을 수행하여
적 무기체계의 정상적인 동작을 저지할 수 있다.
전자/정보전 분야의 가장 큰 애로점은 첫째로 레이다나 전자전을 수행하는
상대방이나 갖가지 불필요한 많은 전자파 신호들(잡음) 중에서 필요한 신호를
찾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각종 사전 입력된 자료와 함께 많은 실측
되는 자료들을 실시간대에 비교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컴퓨터의
처리속도의 지연과 기억소자의 제한으로 한계가 있었으나 첨단 반도체를 이용한
연산처리 속도의 증가와 기억소자의 급진적인 대용량화는 어느 정도 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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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컴퓨터의 초 소형화와
Radar 標的의 尖端分析
고 기능화는 레이다로 하여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물체의有無
(Target Identification)
신호처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Digital Computer
크기
Digital Signal Processing
특히 Digital Signal Processing
종류(ID 구분 ?)
Signature Analysis
기술의 발달은 거의 불가능
임무
Profile Analysis
했던 잡음신호 이하 수준의
Data Library
History
미세한 신호까지도 찾아낼 수
Profile
있게 했다. 이러한 고속의
컴퓨터 연산처리와 Digital Signal
Processing은 레이다로 하여금
특정 목표의 반사신호 특성을 분해하여 사전에 측정하여 분석, 분류해 놓은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거의 모든 목표물을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컴퓨터를 이용한 Signature Analysis와 Profile Analysis는 앞으로 방대한
자료를 실시간대에 측정치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물체의 종류, 임무는 물론 고유
기종과 심지어는 그 물체에 표기된 고유번호까지도 식별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자전 분야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가 마이크로
웨이브대의 고출력 소자의 개발과 초 광대역 마이크로웨이브 소자의 개발이다.
통신분야는 방해와 도청 및 전자파 침입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 출력을
줄이면서 고감도, 고분해능을 향해 발전시켜가고 있고, 또한 주파수의 변환을
통하여 상대방을 따돌리기 위한 광범위한 주파수의 변경을 빠른 시간에
무작위로 수행 하고 있다(Random Frequency Hopping 또는 Random Frequency
Chirping). 이를 위해서는 초 광대역의 주파수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추종을 따돌릴 수가 있다. 한편 전자파 방해분야에서는
원거리에서 광범위한 주파수에 걸쳐 상대방의 신호를 제압하기위해 광대역,
고출력화하고 있다.
최신의 추세는 과거의 전자전 장비 개념에서 전자전을 위한 소모성 장비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항공전자전 장비의 경우
과거의 항공기 내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에서 항공기의
임무에 따라 외부에
장착 및 탈착이 가능한
외장형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유사시 적지에
투하하여 일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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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모형(Expendable)으로 변형해 가고 또
소모형에 가까운 항공기에 100m 정도의 줄에 매달고 이용함으로써 항공기의
위험도를 줄여 줄 수 있는 소형 고출력의 신형장비도 실용화되고 있다.
MEMS 센서의 활용 – 최근 마이크로파 집적회로(MMIC : Microwave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전자전 분야의 센서로서
유용하게 응용될 분야의 하나가 초 미세 전자기계(MEMS :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분야 이다. 이 초 미세 전자기계기술을 이용한 초 미세 센서는 먼지처럼
뿌려져서 응용될 수 도 있고 항공기의 날개 끝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
무인 비행체 - 앞으로 무인 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와
전자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 무인 비행체는 정보의 교란이나 정보수집의 기능에서는 매우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보스니아
전쟁에서는 NATO군의 정보수집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우리와 같이
산악지대이며 전선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무인 비행체의 활용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민군 겸용기술 – 상호작용성(Interoperability)의 증대를 위해서는 민수용의
제품이나 기술을 사용는 것이 유리하다. 민군 겸용기술의 대상은 민간부문에서
군용으로의 응용(Spin-on) 가능한 분야와 군용에서 민간으로의 응용(Spin-off)이
가능한 분야 그리고 공동으로 연구(Spin-up)를 하여 민과 군 모두가 사용토록
하는 경우로서 전자전 분야에서는 Spin-on분야로는 앞의 예에서의 MMIC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술, MEMS기술, 실시간대의 대량 신속처리를 위한 병렬처리
컴퓨터 기술, 디지탈 신호처리 (DSP : Digital Signal Processing)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꼽을 수 있으며, Spin-off 기술로는 주행파관(TWT :
Traveling Wave Tube)과 같은 고전력 초고주파 부품, 주행파관용 고압 전원공급기,
신뢰성 및 환경시험 기술, 등이 될 수 있으며 Spin-up분야로는 전력공급과
소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수용으로는 휴대폰이나 이동통신 장비의
사용시간을 늘려 줄 수 있고 군용으로는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PMS : Power Management System), 리튬밧데리와 같은 고에너지
집적 밧데리, 고집적 자료 기록매체, 고분해능의 광학렌즈와 제어체계,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통한 체계보안 기술, GPS 이용기술, 영상표시 기술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oftware Warfare의 보안, 치료(Virus Vaccine), 예방(Vertual Virus Immune)
-앞으로는 모든 무기체계가 컴퓨터 칩을 내장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람을
보호하기위한 조치 즉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안티 바이러스 대책으로 인간의 면역체계와 같은
컴퓨터면역체계를 위한 항체개발과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위한 대책수립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30억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항체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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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체계는 현재의 컴퓨터 보안체계에 비해 여러 가지의 잇점이 있다.
항체프로그람은 인간의 면역항체와 같이 컴퓨터에 입력되는 모든 이질물을
인식하게 된다. 즉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게 된다. 항체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목적이 무엇이며 수명주기에 걸쳐 어떤 명령어와
함수가 필요한지를 정립하여 외부로 부터의 타 목적의 명령이나 함수를 구분해
내도록 한다. 외부로 부터 침입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자체 컴퓨터는 물론
네트워크상의 모든 위치에 있는 침입자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모든 안티바이러스 백신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모든
파일을 스캔하여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백신도 Upgrade되어야 하나 새로 개발되는 항체 프로그람은 한번
넣어줌으로서 대부분의 침입자에 대한 면역항체를 가지게 된다.
전자전 Simulator – 각종 Simulator는 군용 및 상용의 실험실, 무반향실, 각종
시험장과 훈련장, 비행장의 활주로, 항구의 선착장, 그리고 각종 정비창 등에서
볼 수 있다. Simulator는 연구개발, 시험, 훈련 그리고 정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Simulation의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어느 집단 등의
인간이나 컴퓨터나 어떤 장비의 일부 또는 군용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될 수
있다. 대개의 Simulator는 가장 앞단의 센서, 전단 처리기(Preprocessor),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와 출력단으로 구성된다. 센서는 시험대상의
체계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센서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특정범위의 전자파를 받아 들이는 안테나 등으로 전자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소자이다. 마찬가지로 센서는 Sonar와 같이 탱크소리나 다른 다른 음원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Simulator설계의 중요한 경향은
지금까지의 대형 고가의 Mainframe Computer에서 RISK Processor 기반의
Workstation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속의 연산장치(CPU)와 헬멧형
디스플레이 등의 강력한 결합은 과거의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등의 거창한
시스템에서 간단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기능은 훨씬 강력한 Simulator가
가능하게 되었다.
첨단 복합전자전체계(AIEWS : Advanced Integrated Electronic Warfare System)는
신호를 검출하고 분류하여 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을 통해 전술
전자전장비로 입력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첨단 복합전자전 체계에는
위협신호의 분석 능력과 신호처리 능력, 그리고 3차원 전시(Display)와 같은 첨단
전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정보국(NRO: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에서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차세대의 소형 저고도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은 “머리 위의 복합 정보체계(Integrated Overhead SIGINT Architecture 2)”라고
불리며 아직은 초기단계로 전면 가동되는 데 10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중국을 대상으로 국지적인 집중 관찰을
위하여 고비용의 대형 정찰위성 체계였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소형위성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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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둘러싸서 지구 전체를 감시의 대상으로 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크기는 더 작으나 영상기능이 강화된 이 위성체계는 정보수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구 즉시 수집(Collection On
Demand)”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전시에 가장 큰 위협은 이동형 지대공 유도탄의 기지 레이다들이다. 이
레이다들은 잠간 동안 신호를 발신하고는 동작을 중지하기 때문에 지상의
수집장비들로는 탐지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위성체계를 이용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위성이 신호를 잡게 되어 확실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앞으로 민군겸용 기술의 Spin-up분야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용통신
체계를 예로서 그 규모를 추측할 수 있다. ’98년 후반기부터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는 이리듐(IRIDIUM) 체계의 경우 66개의 위성이 지구를 둘러싸고 고장이나
특별한 경우를 대비한 6개의 예비위성 등 72개의 위성이 계획되고 있다.
우리의 전자전 장비는 복합의 다목적 체계여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를
감시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당장은 40Km-400Km북쪽의 북한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즉 전 세계를 상대로 감시할 입장이 아니라 가깝게는 북한 또 곧
이어서는 중국, 일본, 소련 등의 주변국이 우리의 주 대상이다. 비용의 면에서도
전시와 평시에 공용할 수 있도록 공용체계(Open System Architecture)를 가져야
하며 기능면에서는 평시에는 정보수집이 주가 되고 전시에는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기능과 전자전 수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수집과 전자전 기능의 복합체계는 목표물의 정밀 조준을 위한 목표분류와
신호분류 그리고 전자전 수행의 일관적인 시나리오를 수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세적 전자전 능력의 배양 – 공세적 전자전의 대표적인 기능은 상대방의
전자정보의 수집(SIGINT) 또는 지원기능(ESM : Electronic Support Measures)을 마비
또는 약화 시키는 것이다. 과거 30여년 동안 미국 공군이 F-4G로 구분된 “Wild
Weasel”과 현재 그의 기능을 개량하여 F-16에 장착된 “HARM(High speed Anti
Radiation Missile)”이나 독일의 ECR Tornado 등등은 초기에 전자파 신호를 탐색한
후 전자파원을 향하여 유도탄을 발사하여 파괴하는 방법을 써왔다. 다른 방법은
미국 해병이 E-6B를 이용하여 공격형 무기체계에 전자전투 서열(EOB : Electronic
Order of Battle)을 제공하는 전자전 지원기능(ESM)을 별도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육군이 주로 담당하는 지상 중심의 전자전 장비는 지휘
통제와 관련되는 통신 신호정보(COMINT) 수집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미
육군의 Guardrail 같은 경우는 더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전자전의 대상이 되는 위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도탄이다. 물론 이 경우도 레이다가 주 대상이지만 무기체계의 임무와 기능의
차이에 의해 전자전의 대상으로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항공기 용의
유도탄 근접경보체계(MAWS : Missile Approach Warning System)는 앞으로는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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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감당하여야 하며
정밀도도 1O 이내의 트래킹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문 연구기구의 독립적 운영 – 전자전 분야와 같이 첨단기술의 총합체로서
변화가 빠른 분야는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대체로 전자전
분야는 군 위주의 운영과 연구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구 및 운영인력의
전문화에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는 장기적으로 인력을 유지
보수하여야 하는 데 군 특성상 단기간에 인력의 정기적인 교체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술의 축적이나 전문성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방산분야는
폐쇄적이고 보수성으로 인해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연구자원을 군으로 끌어 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군겸용 기술의 활성화도 그 한가지 방안일 것이다. 전자전 분야는
군용의 잇점과 민간의 보수성을 양성할 수 있는 민간의 독립적인 연구개발 및
운영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