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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계공학 부문

견고표  무기효과 산출 알고리즘에 한 연구

Framework of Weapon Effects Calculator for Hardened Targets

 박 종 일*

Jong Yil Park

ABSTRACT

  Weapon effect is a key issue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weapon systems. Only when weapon effect is 
considered properly, Effects Based Operation(EBO), Effects Based Acquisition(EBA), and Effects Based 
Development(EBD) could be possible. Because the transfer of weapon effect technologies is restricted in most 
foreign counties, independent development is necessary. In this paper, framework of weapon effects calculator for 
hardened targets is proposed to meet the own development needs. It is designed focusing on running time, 
validation and expandibility by adoption of modular architecture. Required technologies for each module are 
identified, and unclassified ones are summarized.

Keywords : 견고표 (Hardened Target), 무기효과(Weapon Effect), 탄두(Warhead), 취약성(Vulnerability), 침투(Penetration), 
살상기 (Kill Criteria)

1. 서 론

  무기체계의 목 은 표 을 효과 으로 살상하는 것

이다. 표 이 입는 피해를 정량 으로 표 하는 것을 

무기효과라 지칭하며, 이는 최 화된 무기체계 소요도

출, 개발, 운용에 필수 사항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무기효과 추정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부족하며, 국외 

도입도 제한 이다. 일부 국외 도입의 경우에도 수입

되어 사용되는 무기체계에 국한되는 실행 일 형식의 

무기효과 산출 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국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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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개발  운용에 용할 수 없다. 따라서 독자

인 국내 무기효과 산출 로그램 개발이 시 하다.

Table 1. Key functions of proposed program

무기체계 운용시 무기체계 설계시

∙무기효과 산출 : 
운용기법이 결정된 후 

살상확률 계산

∙무기효과 기반 운용기법 

도출 : 요구되는 

살상확률이 있을 시, 
최 의 조 , 사용 

발수 등을 계산

∙무기체계 제원 

최 화 : 최 의 

무기효과를 한 

무기체계 제원 도출

∙군요구성능(ROC) 
도출 : 요구되는 

살상확률을 기반으로 

필요한 ROC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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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효과 산출 로그램은 표  종류 별로 구분되어

서 작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요 표 으로 두되고 

있는 견고표 (벙커, 지하구조물, 갱도진지 등)을 상

으로 Table 1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무기효과 산출 

로그램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한다.

2. 견고표   살상의 정의

  미국 군사용어사 [1]의 경우 hardened site를 “A site, 
normally constructed under rock or concrete cover, 
designed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the effects of 
conventional weapons. It may also be equipped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the side effects of a nuclear 
attack and against a chemical or a biological attack.”로 

정의하고,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살상이 어려운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침투성능이 충분한 탄두의 경우 핵무기가 아

니더라도 내부기폭으로 인해 효율 인 살상이 가능하

며, 식 신 이 용된 탄두의 경우에도 제한 이

나 일부 살상기 을 만족이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미군의 정의에 신 과 효율성에 한 항목을 추

가하여 견고표 의 정의로 “벙커, 건물의 지하시설, 
갱도와 같이 콘크리트, 흙, 암반 등으로 보호되고 있

어 일반 인 근   식 신 을 가지는 재래식 

무기로 살상하기에는 효율성이 제한되는 표 ”을 제

안한다.
   정의에서 사용된 살상의 의미에 해 알아보자. 
살상의 상이 되는 표 은 아측에 이 되는 기능

을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표 은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 다양한 요구성품(critical 
component)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도식화 한 것이 기능도표(fault tree)이다. 를 들어 벙

커 내부에 군지휘시설이 치하고 있다면 이의 기능은 

지휘  통제이며, 이를 한 요구성품으로는 구조

물, 인원(결정권자  보좌  등), 통신시설, 력시설 

등이 있을 수 있다. 군지휘 기능을 무력화하기 해서

는 벙커를 구조 으로 완 히 괴시켜도 되지만, 
요구성품  복성(redundancy)이 없는 구성품  일부

만을 괴시켜도 된다(벙커에 비상 발 기가 없고 외

부로부터 하나의 력선을 통해 력을 공 받는 경

우, 력선의 괴만으로도 벙커는 제 기능을 수행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살상이라 함은 표 의 완 한 

괴부터 일부 기능의 괴까지 매우 넓은 의미의 표

 기능 마비를 의미하며, 이를 세분화하기 해 살상

기 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견고표 에 한 살상기

으로 미군
[2]에서는 기능살상(Functional Kill, F-Kill), 

완 살상(Total Kill, K-Kill), 구조살상(Structural Kill, 
S-Kill)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살상은 표 의 

기능  원하는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완 살상은 모

든 요구성품이 괴되는 것을, 구조살상은 구조물이 

차지하는 부피의 50% 이상이 괴되는 것(면 을 기

으로 하기도 한다)으로 정의된다. 표 의 요구성

품이 완 히 악되지 않은 경우( 부분 지하시설의 

경우 표  제원이 한정된 인 정보에 의존함으로 fault 
tree 작성이 어렵다) K- 는 S- Kill을 용하여야 하

며, 표 에 한 분석이 상세히 완료되어 있는 경우 

F-Kill을 용하는 것이 합리 이다.
  앞서 비침투식 탄두 한 견고표 에 제한 이나 일

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 이유는, 를 들어 

장사정포를 보호하고 있는 갱도진지의 경우 입구의 방

폭문 일부를 훼손시킴으로서 장사정포의 출입을 일정

시간 제한할 수 있으며, F-Kill  하나로 의 작 수

행 지연이 선택된다면, 식 신 으로도 살상기 을 

만족시키는 운용기법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론 이 경우 K-  S-Kill을 기 하기는 어렵다.

3. 기본 설계 개념

  견고표  무기효과 산출 로그램은 빠른 속도로 검

증된 결과를 계산해내며 각 기능은 모듈화 되어 추가 

 수정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표 이 식별되고 그에 한 응 방법 결정은, 가용

한 무기체계  최 의 무기체계를 선택하고, 선택된 

무기체계의 조 , 신  설정, 사용 발수, 경로 설정 

등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이러한 변수들은 최 의 무기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선

택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다수의 무기효과 계산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무기체계 고유의 불확실성

(신뢰도, 정 도  정확도 등)으로 인해 운용기법이 

결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다수의 무기효과계산이 필요하

다. 이러한 과정은 효과기반 무기체계 설계 단계에서

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무기효과 산출 로

그램의 실제 용을 해서는 빠른 속도의 계산 능력

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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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 지 지, 함 지와 상 없이 견고표 을 상

으로 하는 모든 무기체계의 무기효과가 산출될 수 있

도록 범용성을 가져야 한다. 한 기본 인 기반기술

들(구성품 취약성, 폭압 측, 침투 측, 표  모델링 

등)은 향후 기술의 발 , 새로운 표  특성의 식별, 신

개념 무기체계 개발 등에 따라 손쉽게 수정될 수 있어

야 하며, 이는 모듈화된 로그램 작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
  견고표 의 무기효과 결과를 실제 실험과 비교하여 

검증하기 해서는 변수들의 불확실성에 의해 다수의 

실험이 요구되며, 이는 실 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

용된 기술에 한 검증이 독립 으로 이루어져야하

며, 이는 각 모듈 별 결과의 검증으로 해결될 수 있

다. 를 들어 기폭 치 계산 모듈의 검증을 해서

는 지상침투시험을 통한 침투 이력 결과가 사용될 수 

있다.

4. 로그램 구조

  견고표  무기효과 산출 로그램은 Fig. 1과 같이, 
표 , 무기체계, 기폭 치, 피해기구, 구성품 피해, 
Control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간의 데이터 교환은 

선으로 표시된다(Control 모듈은 모든 모듈과 연결되어 

있어 그림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Fig. 1. Framework with modules

가. 표  모듈

  표  모듈은 표 과 련된 사항을 입력 받는 모듈

로서 표  제원 서 모듈, Fault-tree 서 모듈, 그리고 

표  취약성 서 모듈로 구성된다.

1) 표  제원 서 모듈

  표 의 종류, 형태, 재질, 내부 구성품의 종류  배

치 등을 GUI(Graphic User Interface) 는 DB 형태로 

입력받는다. 

2) Fault tree 서 모듈

  Fault tree  살상기 을 입력하고 종합 인 살상확

률을 계산한다.
  Fault tree는 structural fault tree와 functional fault tree
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Structural fault tree는 일반 인 

fault tree의 개념과는 다르게 구조 구성품(벽, 기둥, 천

장 등)의 피해 시 구성품 피해평가 모듈(E)로부터 피해 

정보를 받아들여 추가 으로 발생되는 자 에 의한 붕

괴를 해석하는 모듈이다. 벙커와 같이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단층 는 이층 건물일 경우 이 해

석이 생략되기도 한다.
  Functional fault tree에서는 구조 구성품을 제외하고 

견고표 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 필요한 비구조 구

성품(발 기, 통신시설, 인원, 보 되고 있는 무기체계 

등)들에 한 fault tree를 GUI 는 DB 형태로 입력받

는다.
  피해기 은 F-Kill, K-Kill, S-Kill로 구분되며 K-Kill
과 S-Kill의 경우 별도의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F-Kill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해 정의 하여

야 하며, 이에 따라 functional fault tree가 작성되어야 

한다.

Fig. 2. Process for kill probability calculation

  종합 인 살상확률 측(Fig. 2)은 F-Kill의 경우 구

성품 피해평가 모듈(E)에서 비구조 구성품들의 피해 

정보를 읽어 functional fault tree에 입하고, 피해기

에 부합되는 확률을 산정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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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fault tree에서 계산된 구조 괴 치와 동일

한 치에 배치되어 있는 비구조 구성품은 괴된 것

으로 가정한다. K-와 S-Kill의 경우 structural fault tree
의 결과만으로 살상확률을 계산한다.

3) 표  취약성 서 모듈

  이 서 모듈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첫째, 비구

조 구성품의 취약성 DB를 입력받는 기능이다. 발 기, 
인원, 내부에 보 되어 있는 무기체계와 같은 비구조 

구성품의 취약성 자료를 함수, 표, 매트릭스와 같은 형

태로 입력 받는다. 둘째, 구조 구성품의 경우 규격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으로 표  제원 서 모듈(A-1)로부

터 재질과 형태를 받아 취약성 자료를 직  계산해 내

는 기능이다.
  피해기구가 폭압일 경우에는 일반 으로 압력-충격

량 곡선(P-I : Pressure-Impulse Diagram)으로 취약성이 

표 되며, 그 형태는 Fig. 3과 같다. 단 재 여러 문

헌들에 수록되어 있는 P-I 곡선은 개활지 기폭 시 생

성되는 폭압의 형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으로 반사

(multiple reflection by walls)와 기체압력이 첩되는 

내부기폭의 경우에는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각 경우에 

맞춰 동해석을 통한 피해 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피

해기구가 편일 경우에는 편 량  속도에 따른 

살상확률 함수를 주로 사용하며, 편의 에 지, 운동

량이 이용되기도 한다. 인원 표 의 경우 폭압과 편 

외에도 유해가스와 열에 의한 살상도 고려하여야 하

며, 살상확률은 유해가스의 경우 농도, 열의 경우 열선

량(Fig. 4)의 함수로 표  될 수 있다.

Fig. 3. Pressure Impulse Diagram for steel column[3]

Fig. 4. Fatality from thermal dose[4]

나. 무기체계 모듈

  무기체계 특성과 비구조 구성품의 무기효과지수를 

입력받는 모듈이다.

1) 무기체계 특성 서 모듈

  무기체계의 기본 인 특성을 GUI 는 GUI를 통해 

입력받는 서 모듈이다. 무기체계 특성으로는 탄두의 

형상  재질, 화약 종류  화약량, 무기체계 신뢰성

(Rws : Reliability for Weapon System), 신  특성, 침투

생존성(Rht : Reliability for Hardened Target) 등이 포함

된다. 침투생존성은 표 을 입하는 동안 탄두의 생

존확률을 의미하며 속도, yaw각, pitch각, 표  재질의 

함수 는 표로 표 되어야 한다.

2) 무기효과지수 서 모듈

  비구조 구성품에 해 주로 사용되며 Fig. 5와 같

이 기폭 지 을 기 으로 피해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

거나, Carleton 피해 함수로 입력될 수 있다. 한 이

를 분하여 살상반경(lethal radius)으로 주어질 수 도 

있다.
  무기효과지수를 사용할 때는 무기효과지수 도출 시 

때 용된 가정들이 견고표  내부에서 기폭 될 때 유

효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피해기구 별로 구분되어 작

성해야 한다(즉 폭압에 의한 무기효과지수, 편에 의

한 무기효과지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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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mage matrix[5]

다. 기폭 치 모듈

  Control 모듈(F)로부터 충돌 치, 속도, 조 , yaw
각, pitch각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표  통 시간 이

력을 계산하여 신  설정에 따른 기폭 치를 계산하는 

모듈이다.
  통 해석을 해서는 직선 통만을 고려할 경우 

Modified Petry[6], BRL[6～8], ACE[6,9], Modified NDRC[6,10 

～12], Young's[13], 등과 같은 경험식을 사용하고, 측압에 

의한 곡선 통의 경우 SAMPLL[14]과 같은 경험식

(Fig. 6)을 이용한다.
  통 해석을 해서 LS-DYNA 는 AUTODYN과 

같은 산수치해석 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많

은 자료의 입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계산시간이 과다

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는다.

Fig. 6. Lateral force during penetration[14]

라. 피해기구 모듈

  탄두 기폭 시 발생하는 폭압  편 등 피해기구 

특성을 계산하는 모듈이다.

1) 폭압 생성/  서 모듈

  폭압 산정을 해서는 등가TNT량(Effective Bare TNT 

Mass)이 우선 계산되어야 한다. 등가TNT량 계산을 

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탄두 기폭 실험을 통해 동일

한 압력 이력을 발생시키는 TNT 무게를 무기체계 특

성 서 모델(B-1)에서 입력으로 받는 것이다. 실험 데

이터가 없는 경우 화약의 종류에 따른 등가TNT계수

와, 탄두 외피의 재질  형상과 화약량의 계에 의

해 결정되는 탄두외피효과계수를 사용하여 등가TNT양

을 측한다. 탄두가 mild steel 재질의 실린더 형상일 

경우 탄두외피효과
15)는 Fano, Modified Fano, Warren, 

Fisher, Modified Fisher등과 같은 경험식을 사용하여 

구해질 수 있다(Table 2).
 

Table 2. Empirical equations for case effect
[15]

명칭 계산식

Fano 


 



Modified Fano 


 



Warren 


 



Fisher 


 



Modified Fisher 


 



* MEBC = 등가화약량, Mcharge = 화약량, Mcase = 탄두외피무게

** 미군의 경우 Modified Fano를 주로 사용

  등가TNT량이 정해지면 기폭에 의한 폭압을 계산하

여야 한다. 폭압을 산정하기 해서는 경험식을 기반

으로 하는 CONWEP, 해석과 경험식을 복합 으로 사

용한 경험식 기반인 BlastX, 이론을 기반으로 산

수치해석을 통해 압력을 구하는 CTH, FEFLO, FOIL, 
SHARC, LS-DYNA, Air3D, AUTODYN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개활지 기폭 시 발생하는 가장 단순한 압력 

이력 측에서도 LS-DYNA, Air3D, AUTODYN를 사용

하면 Fig. 7과 같이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뿐 아니라, 
계산시간도 상당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산수치해석 

로그램의 용은 계산속도 문제로 추천하지 않는다. 
따라서 BlastX와 같은 경험식의 용이 효과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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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된다.
  단 부분의 식들이 구형 는 반구형 형태의 TNT
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afterburning과 높은 열에 한 

고려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으로 기존 방법의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Fig. 8은 화약의 세장비에 따라 다르

게 발생하는 압력 이력을 보여 다.

Fig. 7. Pressure prediction form LS-DYNA, Air3D, and 

AUTODYN
[16]

Fig. 8. Pressure histories with different slenderness ratios 

of warheads
[16]

2) 편 생성/  서 모듈

  기폭 시 발생하는 편의 경우 내부, 외부 기폭에 

따라 크게 변화 하지 않음으로 무기체계 특성 서 모

델(B-1)에서 입력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

이다. 이 때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는 치에 따른 

편의 수, 형상, 기 속도, 무게이며 Arena 실험을 

통해 계측될 수 있다.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 

Mott, Modified Gurney, Sharpiro 식
[17] 등을 이용하여 

편 특성을 계산한다. 이 식들은 mild steel과 TNT를 

기본 가정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탄두 특성이 이와 

다를 경우 실험을 통한 보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구성품 피해평가 모듈

  구성품의 살상확률을 산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

기효과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무기효과지수를 사용

하기 해서는 무기효과지수 서 모듈(B-2)에서 해당되

는 구성품에 한 무기효과지수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무기효과지수가 계산되었을 때의 가정 사항들이 만

족되어야 한다. 를 들어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발

기 표 에 해 개활지에서의 기폭 실험을 바탕으로 

편에 의한 살상반경과 폭압에 의한 살상반경이 주어

져 있는 경우, 편에 의한 살상반경은 직 으로 사

용될 수 있으나 폭압에 의한 살상반경을 사용 될 수 

없다. 이는 탄두가 구조물 내부에서 기폭 되는 경우 

개활지에 비해 높은 압력과 지속시간을 가짐으로 살상

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기효과지수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피해기구 모듈

(D)과 표 취약성 서 모듈(A-3)의 결과를 결합하여  

살상확률을 계산한다. 표 취약성 서 모듈(A-3)에서는 

비구조 구성품의 경우 입력된 DB를 사용하고, 구조 구

성품의 경우 자체 계산된 취약성을 사용한다.
  Fig. 9는 구성품 피해 측 방법을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며, Option 1이 불가할 경우에만 Option 2와 3이 

사용된다.

Fig. 9. Options for kill probability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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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Control 모듈

  Control 모듈은 요구되는 결과에 따라 각 모듈들을 

Fig. 10과 같이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Fig. 10. Role of control module

1) 살상확률 도출

  무기체계 운용법이 결정된 후 살상확률을 계산할 경

우, 운반 정 도  정확도와 조 를 이용하여 다수

의 표  조우 치를 확률변수로 생성한다. 이를 기폭

치 모듈(C)에 입력하고 조우 치에 따른 살상확률

(모듈 B, C, D, E의 반복 수행)을 계산하여, 이를 평균

한 값을 최종 살상확률로 도출한다.

2) 운용기법 도출

  요구되는 살상확률이 주어질 경우 최 의 조 과 

사용 발수를 도출한다.
  조  결정을 해서는, 조 들을 설정하고 각 

조  별로 1)장에서 기술된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살상확률을 구한다. 이 때 가장 높은 살상확률을 가지

는 조 을 선택한다. 단 조 이 변경될 시 운반 

정확도  정 도가 바 는 경우가 있음으로 조  

별로 해당되는 정확도  정 도를 무기체계 특성 서

모듈(B-1)을 통해 입력받아야 한다.
  결정된 조 을 입력으로 하여, 요구되는 살상확률

을 만족 시킬 때 까지 사용 발수를 늘여 계산한다. 이

때 구성품의  피해(accumulative damage)를 고려하

여야한다.  피해를 고려하기 해서는 한 발 씩 

타격될 때마다의 피해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Fig. 10의 

표  모듈(A)에서 표 의 형상과 제원이 변경되어야 

한다.
  신 의 지연시간 설정, 종말 침투각도 등의 값도 

와 같은 과정을 거처 도출될 수 있다.

3) 무기체계 제원 최 화

  무기체계 제원을  고려하고 싶은 변수를 입력 받

아 무기체계 모듈(B)의 입력을 변화시키면서 살상확

률을 계산한다. 최 의 살상확률이 계산되는 변수 조

합이 최 화된 값으로 도출된다. 이 때 각 변수 별 

구속조건에 하여 지정해 주어야 한다. 를 들어 

탄두 량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화약량과 탄두 외피 

량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다.

4) ROC 도출

  ROC는 입증 가능한 범 로 설정되어야 하며, 침투

탄의 경우 표 으로 침투력과, 등가TNT량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ROC 도출을 해서는 이러한 변수

들이 살상확률에 미치는 향을 매개변수 분석을 통

해 산출하며, 3)장과 동일한 과정을 가진다. 단 무기

체계 모듈(B)에서 변수를 변화 시키지 않고 기폭 치 

모듈(C)과 피해기구 모듈(D)의 변수를 변화 시켜 분

석한다.

5) 모듈 별 계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모듈  서 모듈의 

계산을 독립 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를 들어 

침투 이력만을 분석하기 해서 표  모듈(A), 무기체

계 모듈(B), 기폭 치 모듈(C)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5. 결 론

  무기효과 분석은 무기체계의 소요 도출, 개발, 운용

까지 순기 동안 필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

반기술을 도출한 후 무기효과를 측하기 한 시스템

을 우선 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본 논

문에서는 견고표  무기효과 산출 로그램 개발을 

해 필요한 기술 사항과 알고리즘에 하여 제안하 으

며, 표 , 무기체계, 기폭 치, 피해기구, 구성품 피해, 
Control 모듈로 설계하여 보완  검증이 용이하도록 

하 다.
  개발 완료된 요소 기술이 많지 않아 추가 인 연구

가 필수 이다. 하지만 완벽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해 무기효과 로그램 개발을 연기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재 가용한 기술 수 으로 작성하되 향후 

지속 으로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국내 무기체계 개발

과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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