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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육군, 네트워크 중심작전 일환 미래병사체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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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군, 최신 호위함 2척 전력증강 본 궤도 진입

「국방과학기술정보」誌로 전 세계 국방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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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시투사, 상용화 정찰무인기 ‘스캔이글3’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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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스마트 슈터사, 무기조준경 SMASH 개발완료
미 국방부, 차량 돌진을 저지하는 고출력 극초단파 무기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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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육군, 네트워크 중심작전 일환 미래병사체계 공개
m 말레이시아 육군은 2018 국제 방위산업전시회(DSA : 4.16~4.19, 쿠알라룸푸르)에서 네트워크 중심 작전(NCO)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래병사체계(FSS)를 출품했음.
※ DSA: Defense Services Asia

※ NCO: Network Centric Operations

※ FSS: Future Soldier System

- FSS는 배낭에 설치된 착용형 컴퓨터, 전술 디스플레이 장치(TDU), 머리에 착용하는 단안 디스플레이 장치, 개인용
무전기, 원격제어장치, 중앙 에너지장치, 헬멧 장착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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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U: Tactical Display Unit

⦁ 체계는 무선 방식이 아니라 케이블로 사용

- TDU는 가슴에 착용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전투관리 소프트웨어 축소형이며, 4시간 동안 운용 가능
- 개인용 무전기는 IP기반 소프트웨어 병사용 무전기로, 무게 380g 미만, 운용 주파수 대역 310~470MHz, 통달거리
1.5km 이상, 음성·데이터·추적정보를 동시에 제공
- 배낭에 들어 있는 컴퓨터는 원격제어장치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다양한 통신체계를 통한 영상 흐름을 제어

전력지원체계

m 미래병사체계는 무게, TDU 개량 또는 TDU 및 컴퓨터와의 통합, 케이블 대신 WiFi
사용, 배터리 수명 연장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음.
⦁ 말레이시아 육군은 FSS가 병사 모두에게 개별 지급될지 여부 및 체계 납품일정 등은 미공개

말레이시아 육군 미래병사체계
Malaysian Army showcases Future Soldier System, janes.ihs.com,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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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군, 최신 호위함 2척 전력증강 본 궤도 진입
m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600톤급 신형 호위함 2척(현대가 설계한 HDF-3000의 파생형)을 도입할 예정임.
- 최근(5월 초) 착공된 1번함은 2020년 후반기, 2018년 4분기에 착공될 2번함은 2021년에 각각 인도될 예정
⦁ 필리핀은 미국의 해안경비대에서 운용 후 양도한 해밀턴급 연안경비함을 현재 필라급 호위함으로 운용 중

m 필리핀의 신형 호위함은 울산급 Batch-Ⅰ급을 기초로 설계되었으며 전장 107m, 폭 12m로 승조원 수는 14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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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는 CODAD 방식으로 4기의 디젤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속도는 30㏏이고 항속거리는 15㏏ 기준 4,500NM
- 주요 무장으로는 함수에 76mm 함포, 8셀의 수직발사체계(VLS), 함미에는 운용자 콘솔 또는 자동추적모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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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가능한 SMASH 30mm 원격제어 함포체계(최대 분당 200발 발사)와 대잠전을 위한 선저고정형음탐기 및 32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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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장 어뢰발사관 2문이 탑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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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로는 TRS-3D 베이스라인 D 다중모드위상배열 C-밴드 레이더,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탑재될 예정
- 함의 손상통제(damage control)는 통합플랫폼
관리체계(IPMS)에 통합되어 운용
※ IPMS: Integrated Platform Management System

필리핀 해군의 신형 호위함 설계 이미지(좌)와 1번함 착공식(우)
1. Hyundai cuts steel for Philippine Navy’s first HDF-3000 frigate, janes.ihs.com, 2018. 5. 2.
2. HII Cut Steel of Philippine Navy First HDF-3000 Frigate, navyrecognition.com, 201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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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시투사, 상용화 정찰무인기 ‘스캔이글3’ 공개
m 보잉사의 자회사인 인시투(Insitu)사는 스캔이글 정찰무인기의 상용화 모델인 스캔이글3을 공개하였음.
- 스캔이글은 2005년부터 미해군에 배치된 이후 21개국에서 해군 및 육군의 정찰기로 운용
- 인시투사는 스캔이글을 기본으로 군용임무장비 등을 제외시키고 대형화하여 ITAR에 규제되지 않고 수출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 스캔이글3을 개발
※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미국 수출제한법 22장 국제무기거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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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스캔이글3은 임무장비를 고성능화하고, 3종의 임무장비를 동시에 탑재하고 장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대형화함.
- 크기 2.5×4m, 총이륙중량 36.3kg, 임무장비 탑재 능력 9.1kg
- 암호/비암호화 데이터링크 C22, EO, EO9000 줌카메라, 중파장적외선장비(MWIR), 2중 영상터렛 등 탑재
- JP-5/JP-8을 사용하는 2행정 50cc 엔진으로 추진하며, 항속시간 18시간, 최대고도 20,000ft, 최대속도 80kts,
순항속도 40~50kts
- 기체 전방에 임무장비 추가탑재 시 변동되는 무게중심에 따라 주익을
전후로 위치 변경 장착

스캔이글 3
Xponential 2018: Insitu unveils ITAR-free ScanEagle 3, janes.ihs.com,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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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스마트 슈터사, 무기조준경 SMASH 개발완료
m 이스라엘 스마트 슈터사가 소화기를 개조하지 않고 장착 가능한 신형 무기조준경 SMASH를 개발함.
- 이스라엘 방위군이 SMASH를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으며, 다양한 최종 사용자들이 SMASH 체계를 시험 중
※ SMASH: SMArt SHooter

- 사격수가 선정한 표적의 타격지점을 자동으로 예측해 초탄 명중확률 향상
- 종전 재래식 붉은 점 조준경 대비 표적획득속도 및 반사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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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MASH 패키지가 교전 및 사격 각도를 지속적으로 계산함.
- 붉은 점 반사조준경과 핵심 컴퓨팅 모듈로 구성
- 총몸와 총구 사이에 부착된 스위치로 SMASH 작동 및 기능 설정
- 영상처리장치로 조준경의 시계에서 표적을 자동 획득
- 사수가 SMASH의 스위치로 표적을 선택 및 조준 후 사격
└ 조준경의 십자선이 표적의 정밀한 위치로 이동할 때까지 기계적 부속품을 이용해
발사 통제

스마트 무기조준경 SMASH가 장착된 소총
Parting shot: Smart Shooter SMASH, janes.ihs.com,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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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차량 돌진을 저지하는 고출력 극초단파 무기 개발 중
m 미 국방부 합동비살상무기국(JNLWD)이 고출력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차량 또는 운전자나 기타 인명 피해 없이 차량을
정지시키는 새로운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 중임.
※ JNLWD: Joint Non-Lethal Weapons Directorate

- 이 재머는 차량의 엔진 제어장치를 재밍하여 계속 재시동되게 만들어 엔진을 멈추게 함
- 본 장치는 두 종류의 버전으로 연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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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작은 버전은 구식 축음기를 닮았으며 트럭 적재함에 설치 가능하며 유효거리는 50m임. 다른 버전은 크기가 약 3배인 고정
버전으로, 유효거리가 ‘몇백’ 미터 수준임.

기 동
함 정
항 공
화 력

방호·유도무기
전력지원체계

m 군은 병사와 기지를 보호하는 ‘부대 방호’용으로 이 무기를 개발 중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멈춤장치 작동을 위한 전기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터빈 엔진에서 나오며 이 터빈 엔진은 300kW의 전력을 생성
- 터빈 엔진의 무게는 400lb(약 180kg)임.
※ JNLWD: Joint Non-Lethal Weapons Directorate

지향성 에너지 무기(차량 탑재용 소형 버전)
The Pentagon is Making a Ray Gun to Stop Truck Attacks, defenseone.com, 2018.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