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2차 대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1947년, 미 해군 병기국(Bureau of Ordnance : BuOrd : 1862~1959)은 핫샷 프로젝트(Project 

Hotshot)라는 암호명으로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해군 병기국은 심사 끝에 참신한 기술력을 보이던 벨(Bell 

Aircraft)사(社),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던 더글라스(Douglas Aircraft Company)사, 비행정으로 잘 알려진 글렌 마틴(Glenn L. 

Martin Company)사가 신무기 개발에 참여할 것을 승인했고, 그때부터 세 업체의 경쟁은 시작되었다.

마틴 측이 제안한 미사일은 AAM-N-4 오리올(찌르레기)이었다. 오리올은 더글라스가 개발하던 AAM-N-2 스패로우(Sparrow I)의 

간단한 유도 방식에 비하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추적이 확실한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것은 미사일의 노즈 안에 아주 작은 수신 

안테나를 집어넣어 발사한 기체에서 조사한 전파를 쫓아 자동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해상의 변덕스런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도거리도 길어서, 훗날 많은 공대공 미사일들이 채용하는 전도유망한 

방법이었다. 같은 시기, 벨 사에서 개발하고 있던 AAM-N-5 미티어(Meteor) 미사일은 고체 로켓 부스터에 액체 연료 로켓을 

연결시켜 길이가 4.25m나 되었지만 유도 시스템만큼은 마틴 기술진이 고안한 것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다.       

 

미 공군의 F-15C 3기 편대가 일제히 

스패로우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 차례로 오리올(마틴), 스패로우 I(더글라스), 미티어 미사일(벨)의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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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관건은 작고 가벼운 탄체에 전자장치를 넣는 

것이었다. 함상 전투기는 탑재량이 적어 탄체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복잡하고 정교하면서 신뢰성도 보장되는 전자장치를 

넣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탄체는 발함과 착함 시 강한 

충격에 시달리는 함재기에 실릴 예정이었고, 절대 고장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도 붙어있었다. 그 무렵 함상 

전투기 무장 탑재량의 한계는 2발이었기에, 1발만 고장 나도 

그 기체는 전투력의 절반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틴 기술진들을 제일 괴롭힌 것은 전파를 수신하고 그것을 

해석해 목표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계산한 다음,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목표로 향하게끔 유지할 전자 장비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당시는 IC 회로는 고사하고 트랜지스터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였다.  

마틴 사의 개발진들은 오리올 미사일이 비좁은 항공모함 갑판과 승강기로 운반되는 점을 고려해, 탄체 중앙에 붙은 안정날개 

4장과 후미에 달린 조종날개 4장을 모두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고안해낸 오리올 미사일은 세 후보 

중에서도 가장 심플하고 매끈한 형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나중에는 더글라스 개발진들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 쓰이는 스패로우 

미사일의 원형이 되었다. 완전히 발사 준비를 갖춘 오리올 실탄의 무게는 1,500파운드(680kg)에 비행 속도는 마하 2.5였다.

 

당시 막 발명된 트랜지스터는 전자공학에 혁명을 일으켰고, 미사일의 유도장치나 레이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948년, 

AAM-N-4 오리올 미사일은 해군과의 계약 지침에 따라 유도 시스템을 전부 트랜지스터 회로로 바꾸는 개량 작업을 선행해야만 

했고, 그 결과 초기형의 완성이 몇 년이나 늦춰진다. 그동안 더글라스 사는 먼저 만들었던 스패로우 I을 버리고 오리올 미사일의 

장점을 받아들여 완전히 달라진 스패로우 Ⅱ 미사일의 시제품을 제안한다. 스패로우는 소형 경량이라는 이점 때문에 처음부터 

유리한 후보였는데, 길이는 오리올과 비슷했지만 결정적으로 무게가 1/3 수준에 불과해 대형 전투기라면 4발까지도 싣는 것이 

가능했다.  

결국, 납기일에 맞추지 못한 것을 비롯해 몇 가지 성능 부족을 

지적받고 심사에서 떨어진 오리올 미사일은 미 해군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 되는 영예를 차지하는 대신, 차세대 미사일 

개발을 위해 테스트베드 용도로 쓰인다. 1950년에 오리올 

미사일의 제식 명칭은 RTV-N-16으로 바뀌고 해군의 포인트 

무구 시험센터(Point Mugu Naval Air Warfare Center)에서 해군 

기술진들의 주도하에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시험에서 

오리올 미사일, 아니 RTV-N-16 드론은 A-26 공격기에 장착되어 

1953년까지 56회의 시험 발사를 하며 각종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된다. 그때 사용하고 남은 탄체 중 한 발은 지금도 포인트 무구 

미사일 공원(Point Mugu Missile Park)에 전시되어 있다. 

 

이렇듯 마틴 오리올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필수적인 기술적 토대를 닦았으나 결국 실용 무기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테스트에만 

쓰이는데 그쳤다. 물론 마틴 사는 핫샷 프로젝트 이후에도 해군의 굵직한 계약들을 따냈으나, 적어도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남 좋은 

일만 해준 꼴이 되어 버린 셈이다. 

▲ 현재 남아있는 오리올 미사일 

▲ 스패로우 I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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