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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기와 무인기의 비밀!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의 사전적 정의는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음향 

탐지기, 육안 등 모든 탐지 방법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적의 레이더

에 잘 포착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마이크로파(극초단파, 10㎝~100㎝ 파장) 정

도의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

기파를 수신하여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RCS(Radar 

Cross Section : 레이더 반사 면적)

란 개념이 등장하는데 RCS가 크면 그

만큼 탐지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작으면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방안

에 나방과 모기가 1마리씩 들어 왔는

데 어느 쪽이 더 찾기 쉬운지 생각해 보

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Question 54

스텔스기와 
무인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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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전파를
흡수하지!

아무것도
없네...

첨단 기법으로 발전하는 스텔스 기술

항공기 개발자들은 레이더에서 쏜 전파가 레이더에 되

돌아가지 않도록 항공기 형상을 연구하고, 전파 흡수소재를 개

발하여 항공기 표면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스텔스에 유리한 형

상은 항공역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하는 데는 매우 

불안정했지요. 전파 흡수소재 역시 비행할 때마다 매번 도료

를 다시 발라주어야 하는 터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

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

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컴퓨터에 의한 첨단 설계기

법과 항공기 제어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가 하나둘씩 극

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미군의 F-22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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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기와 무인기의 비밀!

F-22 랩터

터(Raptor)의 경우 RCS가 0.0001㎡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넓디넓은 

하늘에서 꿀벌이나 풍뎅이 한 마리를 찾

는 것과 같은 수준인 것이죠. 놀라운 스

텔스 기술은 항공기의 높은 생존율과 임

무성공률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

쩌면 앞으로 대부분의 전투기들이 스텔

스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전에서는 무인기가 대세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말 그

대로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무인

기는 유인기에 비해 상당한 장점들을 갖고 있고 미래전쟁은 무

인기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각국에서 개

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전쟁에 대한 여론 악화로 베트남전에서 철수하

게 된 미군이 우방국 방어와 자국 병력 피해의 최소화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정

찰 임무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무장능력을 갖춰 공대지 임무

도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Global Hawk)로 잘 알려

진 RQ-4는 점차 U-2 정찰기를 대체하고 있으며, MQ-9 리퍼

(Reaper)는 아프간전쟁에서 산악지역에 은신해 있는 알카에

다를 제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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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무인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임무의 제약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조종사의 생환을 고려해야 하는 위험

한 임무에도 과감히 투입할 수 있고, 

조종사 신체 한계에 맞춰 정해진 임무 

시간이나 유형도 과감히 탈피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무인기는 인공위성을 이

용하여 원거리에서도 무선으로 조종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본토의 

무인기조종사가 중동에 있는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임무를 수

행합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무인기가 개발되어 실전에 투입되는 

등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 제어기술이 발전

되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까지 갖추게 되면, 좀 더 

세밀한 전장정보를 탐지하고, 강력한 정밀무장을 탑재하여 운

용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완벽히 발전되기 전까지는 유

인기의 모든 임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인기와 상호 보완적으로 

임무를 분담함으로써 항공작전의 효

율성은 더욱 극대화되고 무인기의 효

용성도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

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나라도 민간에서 최근 틸

트로터 무인항공기1)를 세계 2번째로 

1) 틸트로터

(Tilt-rotor)

무인항공기

이·착륙 때는 수직 방

향으로 헬리콥터처럼, 

전진 비행 때는 로터

를 수평으로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운용하는 

항공기

RQ-4 글로벌호크

한국형 무인 틸트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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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기와 무인기의 비밀!

개발하는 등, 여러 종류의 소형 무인기를 개발하여 분야별로 운

용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미국의 RQ-1 프레데

터(Predator)보다 성능이 우수한 무인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

다. KT-1과 T-50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또 한 번의 국산 명품 

항공기를 무인기로 만나볼 날을 기다려 봅니다.

전투기를 세대별로 구분할 때,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

기를 5세대로 분류합니다. 전투기의 수명이 20~30년 가량 되

는 것을 감안할 때 F-22와 F-35 등은 마지막 유인전투기일 가

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6세대 전투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스

텔스 기능을 포함한 무인기가 될지도 모르지요.

MQ-9 리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