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마스트는 민간 선박은 물론 해군・해경 함정에
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구조물로, 과거 범선 시대
에는 범장으로써 돛을 올리고 고정하는 기둥의 역
할을 함은 물론 먼 곳 까지 Line of Sight(LOS)  
확보가 가능하므로 꼭대기에 견시가 위치하여 표
적을 탐지하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레이더가 개발
된 이후에는 민간과 군사용을 막론하고 주로 레이
더와 무선통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는 장소이다. 특
히 더 이상 돛을 사용하지 않는 현대에도 마스트
는 함정을 상징하는 구조물 중 하나이고, 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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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장비와 통신장비가 탑재되는 구조물로서 그 
중요성은 크다. 또한 적을 잘 탐지하는 능력과 함
께 적에게 잘 탐지되지 않고 유도무기 공격으로 
부터 생존성을 향상하기 위해 RCS를 감소하고, 많
은 장비를 운용함에 따른 EMI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마스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Ⅱ. 함정 마스트의 종류

전통적인 마스트는 형태에 따라 Pole Mast, 
Tripod Mast, Lattice Mast 등이 있다. 민간 선박과 
달리 함정은 고속 기동, 함포 등 무장 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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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민간 선박은 물론 함정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인 마스트는 주로 레이더와 항해등이 탑재되는 곳이다. 
특히 많은 통신장비를 운용하는 해군 함정 특성상 함정 마스트에는 레이더는 물론 통신용 안테나, 항
공기 유도용 TACAN 등 여러 종류의 안테나가 탑재된다. 마스트 자체의 복잡한 구조는 물론 설치된 
안테나는 RCS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에서는 RCS를 줄이기 위한 마스트 기
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ABSTRACT

The mast, which is the highest structure in warships, as well as merchant ships, is mainly equipped 
with radars and navigation lights. Especially, due to the nature of the naval vessels that operate many 
communication equipment, various kinds of antennas such as communication antennas and TACAN for 
aircraft guiding are installed in the naval mast. In addition to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mast itself, the 
installed antenna is a factor that greatly increases the RCS. Therefore, the mast technology for reducing 
the RCS is being developed and applied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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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진동과 충격이 심하고, 다양한 무선통신장비
의 안테나가 마스트에 밀집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강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Pole Mast는 
범선의 범장과 비슷한 기다란 막대 형태이고, 
Tripod Mast는 Pole Mast 형태에 지지하는 구조물 
2개를 추가하여 삼각대 모양으로 강도를 보강한 
마스트이다. Lattice Mast는 통신용 철탑과 같이 원
형 강관 또는 금속 빔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하
여 구조 강도를 보강한 형태의 마스트이다. 이들 
마스트는 주로 진동, 충격에 대한 강도를 보장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해군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 도
입된 함정에 주로 적용되었다.

그림 1. Pole Mast(경남함)[1]

그림 2. Tripod Mast(광주함)[2]

그림 3. Lattice Mast(광개토대왕함)[3]

RCS, EMI 등 함정 특수성능의 중요성이 증대됨
에 따라 마스트의 형태도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2000년대 이후 도입된 함정에는 기존의 마스트보
다 다중반사가 적고 저피탐(Low RCS) 설계가 용
이한 "Plated Type" 마스트가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마스트의 특징은 구조적 고강도, 고강성을 갖도
록 하기 위해 내부 부재와 칸막이 판구조로 설계
하고 외부에 얇은 판을 적용하며, 이로 인해 내부
가 밀폐되어 열악한 해양환경으로부터 내부의 민
감한 전자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4]. 

Plated Type 마스트는 선체의 일부로써 RCS를 
줄일 수는 있지만 기존의 안테나를 설치함에 따라 
다중반사에 의한 RCS가 증가하고, 안테나 간 EMI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유럽 등 군사 
선진국에서는 신개념 마스트에 대한 연구를 활발
히 진행하고 있다. 미 해군은 주파수 선택 표면
(FSS, Frequency Selective Surface)를 이용하여 마스
트 전체를 감싼 형태의 구조를 개발하여 San 
Antonio급 상륙함에 실전 배치하였고, Zumwalt급 
구축함에는 마스트 외벽에 다기능 레이더와 무선
통신장비 안테나를 매립하는 형태의 통합마스트 
형태로 발전시켰다. 유럽의 탈레스사는 I-Mast라는 
통합마스트를 개발하여 함정에 탑재하고 있다.

그림 4. Holland급 OPV[5]

Ⅲ. 결  론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RCS를 줄이고 EMI
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마스트 형태가 지속
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연
구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 사례 연구
와 마스트 형태별 장단점을 분석, 반영하여 함정의 
생존성 향상 방안을 도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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