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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기간에 걸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적의 장사정포이다. 야포와 방사포를 합쳐 1만 4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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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1] 북한의 장사정포는 군사

분계선 근처에 밀집 배치되어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 불바다 발언과 같은 

위협은 물론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실질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2,3].

  특히 북한군은 이러한 장비를 갱도 및 유개호를 통

해 보호하며 사격 시에만 진지 지역으로 진출하여 운

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4,5]. 이러한 운용 방식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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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SCAM is a newly introduced mean against enemy fire power and supposed to be scattered on base areas in 

front of a tunnel so as to deter maneuver and shooting of enemy artilleries. However, for its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munitions,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on operations system using this 

new measure.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 procedure to describe and analyze mathematically an operation system 

for suppression of enemy fire power using FASCAM. Two suggested simulation methods, impact point generation 

and density integration, both can describe the actual operation rationally and each has advantages of its own 

respectively. Further, we demonstrated an example analysis to derive an optimal suppression plan based on the 

propose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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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도 포격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2], 그에 따라 

아군의 대응 사격의 효과가 감쇄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은 선진화된 

무기체계의 도입 및 개발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으

며, 그 결과 K9 자주포와 같은 최신 무기체계의 최전

방 배치는 물론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6].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갱도 진지에 대한 한계점 때

문에 직접적인 표적에 대한 타격이 아닌 다른 지원 수

단을 이용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7,8].

  본 연구에서는 표적에 대한 직접 타격이 아닌 간접

적으로 적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인 FASCAM

을 활용한 적 진지 지역에 대한 화력 억제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FASCAM(Family of Scatterable Mines)

은 1970년대에 미군에서 도입 및 활용이 시작된 탄종 

분류에 대한 명칭으로서, 곡사포나 로켓, 훅은 비행체

에 탑재되어 투발 된 후 자탄 확산을 통해 일정 지역

에 지뢰를 부설 하는 수단이다[9]. 미군의 FASCAM 체

계는 155mm 곡사포에 의해 투발되는 대전차용 RAAM 

(Remote Anti-Armor Mine System)과 대인용 ADAM 

(Area Denial Artillery Munition) 및 공중 살포탄인 

GATOR mine system 등을 포함한다[10].

  한국군 포병에서는 RAAM 계열인 M718(장자폭), 

M741(단자폭) 탄과 ADAM 계열인 M692(장자폭), M731 

(단자폭) 탄을 155mm 곡사포를 이용해 운용 중에 있

으며[11], 특히 1997년부터 시작된 대전차지뢰탄(RAAMS)

의 국산화 사업이 2008년에 양산을 통해 결실을 맺어 

전방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RAAM 계열 탄을 이용하여 적 장사

정포의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선정된 분석 대상 탄종은 장자폭 M718 탄

으로서, M70 대전차지뢰 9발을 포함하고 있다. 살포된 

지뢰는 전자 자기감응식 신관을 통해 전차나 장갑차 

등에 반응하여 폭발한다. 기폭된 지뢰 자탄은 호형작

약(Plate Charge) 방식으로 표적 하부를 관통한다. 또한 

장자폭으로 설정된 지뢰의 경우 살포 시점으로부터 48

시간 후에는 자폭하게 된다[11]. 또한 살포된 지뢰가 지

표 상에 노출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체 살포 

자탄 중 일부는 항제거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FASCAM은 기존 대전차지뢰에 비하여 살포하는데 

인원과 시간이 크게 절약되고, 거리, 기상 및 장소에 

관계없이 살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13]. 그에 

따라 FASCAM의 국산화 이전부터 이미 직접 타격이 

어려운 적 표적에 대해 유용한 대안으로 고려되기도 

하였다[14].

  반면, FASCAM은 공중에서 자탄을 살포하는 형태의 

탄종으로서, 일정 이상의 고밀도 살포가 어렵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포대가 

하나의 적 진지 지역을 향해 일제 사격을 통해 동시에 

다수의 지뢰를 살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FASCAM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운용 방식은 아직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무기체계 혹은 탄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제한 사항은 

그 특수성과 도입 수량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실제 사격 

연습 결과가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통한 효과분석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안된 바 있으며[15], 실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여러 무기체계 및 표적을 대상으로 분

석 사례가 생산된 바 있다[5-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 장사정포 진지에 대한 

FASCAM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

레이션 절차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FASCAM과 그 투

발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 진지 지역에 대한 화력 

억제 효과를 수리적 모형을 통해 묘사하고, 이를 기반

으로 다양한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M&S 분석 절차

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서는 몇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FASCAM을 통해 화력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제안된 절차 및 방법

론의 실질적 효용을 뒷받침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분석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3장에서는 제안된 절차

에 대한 비교분석 및 실제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체 연구의 의의를 결론짓고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2. 분석 방법 및 절차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FASCAM을 이용한 적 진지 영역의 

화력 억제를 수리적으로 모형화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 장사정포는 갱도 및 유개호에서 아군의 

포병 사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준비를 마친 후, 

사격을 위해 해당 진지로 나와 포격을 실시한 후 돌

아가게 된다. 따라서 FASCAM의 운용 목적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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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지역에 대전차지뢰를 살포하여 장사정포의 화력 

운용을 억제하는 것이 된다.

  이때 FASCAM을 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KH 179 

155mm 견인포가 선정되었다. KH 179 견인포는 K55 

및 K9 자주포의 전방 배치로 인해 대화력전의 주요 

무기체계로서의 임무에서는 제외된 상태이나, 여전히 

다수가 운용중인 무기체계로서 FASCAM 탄의 개발 이

후 FASCAM을 탑재, 발사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

다. 따라서, FASCAM에 포함된 대전차 지뢰의 탄착군

은 무기체계인 KH 179와 탄약인 FASCAM 모탄 및 살

포되는 지뢰인 자탄의 특성이 결합된 전달정확도에 따

라 결정된다. KH 179 HE탄의 사표 자료를 모탄의 전

달정확도로 적용하고, FASCAM 실사격 시험자료를 자

탄의 전달정확도로 사용하였다. 이때, 자탄의 전달정확

도는 실사격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근사치를 작성

한 것으로서,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Table 1. Delivery accuracy of FASCAM

REP(m) DEP(m) 수

모탄 56 18 1

자탄 40 28 9

Contents are notional data for security issue.

  위의 Table 1에 사거리 17km를 기준으로 한 FASCAM 

탄의 전달정확도를 정리하였다. 일반적인 탄의 탄착분

포와 마찬가지로, FASCAM의 경우 역시 사거리 방향

의 공산오차가 편의방향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실험 방법

2.2.1 적 진지 영역

  실험에서 상정하고 있는 적 진지 영역은 갱도 및 

유개호 근방에 위치한 가로 세로가 각각 200m인 정방

형 영역이다. 해당 영역은 다음 그림과 같이 포탄의 

사거리 방향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펼쳐져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여러 탐지 자산을 활용하여 해당 진지 

영역의 정확한 위치가 식별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앞으

로 실험에서 설정한 조준점은 실제 진지 영역에서도 

원하는 위치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즉, 다시 말해 표적

위치오차(Target Location Error: TLE)가 없는 상황을 전

제로 하였다.

Fig. 1. Enemy base area

  이때 적 진지 영역에 대한 화력 억제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일정 밀도 이상으로 지뢰가 살포된 지역

에서는 적의 장사정포가 공격을 위한 기동 및 방열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살포를 

의미하는 0.004발/m2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였다[11]. 따

라서, 전체 적 진지 영역에서 지뢰가 고밀도로 분포하

는 영역의 비율만큼을 FASCAM의 화력 억제 능력 혹

은 탄착률로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영역에 대하여 일정 이상의 억제

율을 달성하게 되면, 표적 화력 부대가 정상적으로 화

포를 운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억

제율은 80%로 설정하였다.

2.2.2 탄착점 생성 방식

  FASCAM이 적 진지 영역에 탄착되는 정도를 평가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실제 사격 후 탄착되는 과정을 

수리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각 지뢰의 탄착 지점을 

확률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구한 후, 격자 형태로 나

뉘어진 진지 영역의 각 지점에 대하여 지뢰 탄착 수를 

구하여 고밀도 살포 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진지 영역을 격자 구역으로 나눌 때, 고밀도 살포 

기준인 0.004발/m2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 변이 15.8114m

인 정사각형을 기본 격자로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각 

격자에 한 개 이상의 지뢰가 탄착되는 경우 고밀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구획된 

진지 영역을 다음 Fig. 2와 같이 묘사하였다.

  진지 영역의 가로 세로 길이가 200m이고 격자의 크

기가 15.8114m이기 때문에 상하좌우의 네 변에는 

15.8114m ⨯ 5.1316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의 격자가 

남는다. 또한 네 꼭지점 부분에는 5.1316m를 한 변으

로 하는 작은 정방형의 격자가 4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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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ttice grid of enemy base

  다음 단계는 탄착지점을 생성하는 것이다. 사거리와 

편의 방향 공산오차가 주어진 경우, 탄착지점은 사거

리 방향과 편의 방향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표준편차

를 갖는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1)
  

  이때 는 편의 방향, 는 사거리 방향을 의미하며, 

은 누적 표준 정규분포 역함수이다. 이제 탄착지

점은 공분산이 0인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분

포를 통해 난수 발생 시킬 수 있다. 위 식을 통해 구

한 모탄 및 자탄에 대한 정규분포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2. Standard deviation of FASCAM

(m) (m)

모탄 26.7 83.0

자탄 41.5 59.3

Contents are notional data for security issue.

  이제 이를 이용하여 실제 탄이 탄착되는 과정을 모

형화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모탄의 

탄착군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Fig. 3은 적 진지 영역의 중점(적색 표시 지점)을 향

해 25발의 모탄을 발사한 결과이다. 사거리 공산오차

가 편의 공산오차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 때문에 

실제 분포 역시 좌우가 아닌 가운데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각 모탄의 탄착 지점을 중심으로 9개의 

자탄이 분산된 결과를 표시한다. 다시 말해서, 모탄의 

탄착 지점을 분포의 평균값으로 하여 위에서 구한 표

준편차를 갖는 이변량 정규분포에 따라 난수를 발생시

킨다.

Fig. 3. Impact pattern of FASCAM shells

Fig. 4. Impact pattern of mines

  위 Fig. 4에 자탄의 탄착 형태를 나타내었다. 자탄은 

각 모탄으로부터 확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탄의 

분포 영역을 바깥으로 확장한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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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각 격자를 살펴 그 격자 안에 자탄(지뢰)이 하

나 이상 존재하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Fig. 5. Result of impact on lattice cells

  위 Fig. 5에서 지뢰가 탄착된 영역은 진회색으로 표

시되었다. 이제 전체 격자의 수에 대하여 고밀도가 달

성된 격자의 수를 구하여 그 비율을 통해 적 화력에 

대한 억제율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네 변과 모서리의 경우 격자의 크기가 작

아 탄착될 확률이 적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같은 크기의 격자들(정상 크기, 직사각형 형

태, 작은 정사각형)을 그룹지은 후 각 그룹에 대하여 

우선 각각의 억제율을 먼저 계산한다. 다음으로, 각 

격자 그룹이 전체 진지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중을 각각의 억제율에 곱하여 더한 가중합으로 최

종적인 억제율을 구하게 된다.

억제율정규격자면적비중×정규격자수
탄착격자수

     직사각형격자면적비중×직사각형격자수
탄착격자수

 (2)

     모서리격자면적비중×모서리격자수
탄착격자수

  위 그림에 표현된 탄착 예시를 기준으로 위 절차를 

적용하여 구한 억제율은 51.42%가 된다. 다시 말해 

전체 진지 영역의 약 절반 정도를 화력 운용이 불가

능하게끔 억제하는데 성공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위 예시는 한 번의 실행 결과로서, 난수 발생

의 특성에 따라 매번 탄착 분포를 생성할 때 마다 결

과값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편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000회를 반복하여 그 평균값

을 통해 억제율을 구하도록 하였다.

2.2.3 적분 방식

  적분 방식은 모탄과 자탄의 공산오차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평면상에 분포하게 되는 지뢰의 확률 분

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인 두 정규

분포가 더해질 경우, 합성된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  
 

 ∼  
   (3)

  ∼   
 

  ,   

  본 연구에서는 탄착점의 분포를 이변량 정규분포로 

정의하였으나, 사거리 방향과 편의 방향이 서로 독립

적이라는 가정이 있으므로 각각의 축에 대해서는 정

규분포의 합성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모탄과 자탄의 공산오차를 

함께 고려할 경우 살포된 지뢰의 사거리 방향과 편의 

방향의 표준편차는 각각    = 102.03m, 

   = 49.35m가 된다. 따라서 지뢰의 분포 

(,  )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이변량 정규분포

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Range : Y ~ N (0, 102.032)

Deflection : X ~ N (0, 49.352) (4)

(X, Y ) ~ N (, ∑),

단     ,  ∑ 
 

 

  이제 평면의 각 지점에서 지뢰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다음 Fig. 6과 같은 3차원의 종형 함수로 표현된다.

  이때 평면의 특정 영역에 존재하는 지뢰의 양은 종

형 함수의 일부를 직사각형의 기둥으로 잘라 그 부피

를 구하는 부분 적분의 과정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는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적 진지 영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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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0.1m인 정사각형의 격자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한 격자 내의 지뢰 수는 밀도 함수의 값, 즉 직사각형 

기둥의 높이와 밑변의 넓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때, 정확성을 위해 기둥의 높이는 네 꼭지점에서 구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Fig. 6. Density function of a mine and partial 

integration area

  이제 이 과정을 앞서 살펴본 탄착점 생성 방식의 

예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다음 그

림은 진지 영역의 중앙을 조준하여 모탄 25발을 발포

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지뢰의 총 수는 225발이 되

므로, 밀도 함수를 통해 구한 값에 225배를 한 결과가 

각 격자에 존재하는 지뢰의 평균 기대치가 되며, 이를 

격자의 면적 0.01m2로 나눈 것이 해당 격자의 밀도 값

이다.

Fig. 7. Density of mines on each cell

  위 그림 Fig. 7에 나타난 결과는 탄착점 생성 방식의 

예와 마찬가지로 사거리 방향을 따라 가운데 부분에서 

높은 밀도를 보인다. 오른편에 색 온도를 통해 표현된 

형태를 통해 평면 상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

밀도 기준인 0.004개/m2를 만족하는 영역이 점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타원형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고밀도 기준을 만족하는 타원 영역 면적

의 전체 표적 영역 면적에 대한 비율이 억제율이 된

다. 위 예시에서 구한 억제율은 45.39%로서, 탄착점 생

성 방식의 결과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탄착

점 생성 방식이 난수 발생을 통해 탄착점을 새로이 생

성할 때 마다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달리, 적분 방

식에서는 한 번에 단일한 계산 결과를 얻는다.

3. 실험 결과

  전체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는 앞서 제안된 두 가지 시뮬레이션 방식에 대한 비교

이며, 두 번째는 제안된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적인 효

과 분석 사례를 생산하는 것이다.

3.1 시뮬레이션 방식 비교

  3장에서 제안된 두 가지 시뮬레이션 방식인 탄착점 

생성 방식과 적분 방식의 여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특성은 크게 결과값인 억제율의 

계산 결과와 계산 성능에 해당하는 계산 속도의 두 가

지 측면이 고려되었다.

3.1.1 계산 결과 비교

  억제율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였다.

    Table 3. Experiment setting for comparison of 

calculation result

항목 설정값

모탄의 수 10 ~ 200발

조준점 위치 (0,0)

탄착점 생성 방식의 반복 횟수 1000회

적분 방식의 격자 크기 0.2m × 0.2m

  결과적으로, 표적 영역의 가운데로 설정된 조준점을 

향해1발에서 200발까지의 FASCAM탄을 발사하는 각

각의 경우에 대해 억제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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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lculation results across methods

  Fig. 8의 그래프 형태를 살펴보면, 발사되는 FASCAM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의 결과값이 수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수의 

FASCAM에 대해서는 각 방법에 따른 억제율 간 편차

가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적분 방식은 이산적인 지뢰를 연속적인 값으로 확률 

밀도에 따라 전체 영역에 퍼뜨리는 것과 같은 개념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은 전달정확도에 따라 획득된 이

변량 정규분포의 성질을 가장 완전히 반영하는 방식이

다. 반면, 탄착점 생성 방식의 경우 하나의 지뢰가 한 

변이 15.8114m인 정사각형에 대해 억제력을 가진다고 

가정한 방식이다.

  이러한 개념 상의 차이는 특히 지뢰의 수가 아주 작

을 때 크게 두드러진다. 위 그래프에서 나타난 예의 

경우 14발 이하의 모탄 수에 대해서는 지뢰가 기준 밀

도 이상으로 존재하는 지점은 평면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분 방식에서는 억제율이 0이 된다. 

그러나 탄착점 생성 방식에서는 분명 어딘가에는 자탄

이 탄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억제가 이루어진 격자가 

최소 수 개 이상 나타난다.

  그러나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현실을 정확히 반

영하는지는 간단히 결론짓기 어렵다. 15.8114m가 한 

변인 커다란 정사각형 영역에 하나의 지뢰가 있는 경

우, 주변의 다른 영역에 지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적 장사정포가 이를 우회해서 기동하는 것이 가능하

다. 다른 한 편으로, 적분 영역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일정 수 이하에서는 전혀 억제된 영역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보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결국 이를 완전히 해

소하기 위해서는 지뢰에 대해 장갑차 혹은 다련장포 

등의 아군 무기체계가 제약을 받는 방식 및 제약 정도

를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억제 기준을 확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위의 논의는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실적인 억제 목표에 

해당하는 높은 억제율 영역에서 두 방식의 결과값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제한 사항이 되지 않는다.

3.1.2 계산 속도 비교

  시뮬레이션 실험의 장점 중 하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계산 

속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산

은 요구되는 정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 시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탄착점 생성 방식에서는 정밀

도가 반복 횟수에 의해 결정되며, 적분 방식에서는 격

자 크기의 감소가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된다.

  우선 탄착점 생성 방식의 반복 횟수 별 결과값 추이

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래프는 한 세트를 1000회 반복

으로 하여 총 1000세트, 즉 100만 번을 반복한 결과이

다. 조준점의 수는 앞서 살펴본 예와 같이 1개로 하였

으며, 발사된 모탄의 수는 50개이다. 계산시간은 Intel 

i7-4770(3.4Ghz)의 CPU를 이용하여 통계 프로그램 R 

3.1.1 version[16]을 실행시킨 결과를 통해 측정되었다.

  Fig. 9. Calculation result trend along the repetition 

size based on impact production method

  Fig. 9에서 나타나듯이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과값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러나 100세트, 즉 10만 번을 반복하여 얻는 값은 최종 

수렴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만 번의 반복 수

행을 위해 소요된 시간은 약 35.93초로서, 상당히 긴 

시간이다. 또한 0.01% 단위에서의 수렴이 이루어진 

것은 653세트 즉 60만번 이상을 반복한 이후로, 이는 

234초 이상의 계산 시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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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탄착점 생성 방식은 위치를 계산해야 하는 탄

의 수에 비례하여 계산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 횟수를 1000회로 고정 시

킨 상태에서 탄의 수를 증가시키며 계산 시간을 알아

보았다.

 Fig. 10. Computation time trend along number of 

shells based on impact production method

  Fig. 10은 모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 시간이 선

형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탄이 100개일 때

에는 계산시간이 0.43초 정도이지만, 400발의 FASCAM

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2.67초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횟수를 10배인 1만 회로 증

가시킬 경우 27초가 필요하게 된다.

  적분 방식은 탄착점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모탄

의 수는 계산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표적 

영역을 분할하는 격자의 크기 단위가 결과의 정밀도와 

계산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탄착점 생성 방식과 마찬

가지로 1개의 조준점에 50발의 FASCAM을 나눠 쏜 경

우를 상정하여 격자 크기에 따른 결과값과 계산 시간

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Fig. 11. Calculation result and computation time trend 

along cell size based on integration method

  격자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억제율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 0.01% 단위에서의 수렴은 격자 크기 

0.2m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때의 소요시간은 2.03초였다. 

모탄의 수에 따라 시간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같은 정

밀도를 얻기 위한 소요시간은 탄착점 생성 방식에 비

해 매우 짧은 편이다. 다만, 격자 크기가 0.1m로 감소

하는 경우 소요 시간이 5.00초로 크게 증가한다. 이는 

격자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계산이 필요

한 격자의 수가 4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3.1.3 비교 결과 요약

  두 방식을 비교하여 얻은 결과를 다음 Table 4에 정

리하였다.

Table 4. Comparison summary of two methods

탄착점 생성 방식 적분 방식

계산 결과 비슷한 값으로 수렴

억제율 0.01 % 
수렴 시점

60만 번

반복 이후

격자크기

0.2 m

수렴 시점의 

계산시간

234초

(모탄 50발 기준)
2.03초

계산시간 

증가 수준

모탄 100발 기준 

400초 이상

격자크기

 0.1 m에서

5초 이상

장점

직관적, 시각적 이해

적은 모탄 수에서도 

적용 가능

빠른 계산 속도

일정한 결과

단점
계산 속도 느림

결과값의 변동성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움

  두 방식 모두 계산 결과값은 모탄 수가 증가함에 따

라 비슷한 형태로 수렴하였다. 따라서 두 방법의 결과

값 모두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산 정밀도

를 억제율 0.01% 수렴 시점으로 볼 때, 탄착점 생성 

방식은 60만 번의 반복이 필요하고, 적분 방식은 격자

크기 0.2m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때 두 방식의 소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탄착점 생성 방식이 모탄 

50발 기준으로 234초인 반면, 적분 방식은 2.03초에 불

과했다. 또한 더 많은 수의 모탄을 분석하고자 할 때

에는 탄착점 생성 방식의 계산 시간이 그만큼 증가하



FASCAM을 이용한 적 진지 지역 화력 억제 분석 절차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8권 제6호(2015년 12월) / 751

게 된다. 물론 적분 방식 역시 격자의 크기가 절반으

로 줄어들 때 마다 계산 시간이 4배씩 증가하게 되지

만, 탄착점 생성 방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

은 시간에 해당한다.

  두 방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적분 방식이 빠른 계산 속도는 물론 계산 마다 일정

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분석에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확률 분포에 의한 면적 도

출이라는 개념은 야전의 현실적 해석에 다소 어려움

을 낳는다. 특히 적은 수의 모탄에 대해 분석할 경우

에는 억제율이 0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겪는데, 이는 

탄착점 생성 방식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탄착점 생성 

방식은 조준점은 물론 모탄 및 자탄의 산포 형태를 평

면 상에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다

만 난수 발생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산 시 마다 값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반복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계산 시간과 맞물려 더욱 큰 소요시간을 낳게 

된다.

3.2 분석 사례

  이 절에서는 적분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 작전 계획

을 위한 분석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두 계산 

방식의 비교 결과를 통해, 적분 방식이 계산 결과에 

비해 빠른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목표로 하고 있는 억제율 80% 수준에 도달하

는 상황에서는 두 계산 방식의 결과가 수렴한다는 것

을 알고 있으므로 적은 수의 모탄에서 발생하는 차이

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2.1 실험 설정

  FASCAM을 이용해 적 진지 영역의 화력을 억제하는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되어야 하는 요인은 필요

한 탄약의 수와 조준점의 위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조준점의 수와 위치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하여 조준점을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Fig. 5와 Fig. 7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탄 및 자탄의 전달 정확도를 

고려한 최종 지뢰의 산포가 사거리 방향으로 매우 길

게 뻗은 타원 형태이므로 조준점은 편의 방향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 Table 5에 조

준점의 수와 위치를 정리하였다.

Table 5. Setting for aim points

조준점 수 조준점 간의 간격(m)

1 0

2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3 30, 40, 50, 60, 70, 80, 90, 100

4 10, 20, 30, 40, 50, 60, 70, 80

5 25, 30, 35, 40, 45, 50, 55, 60

6 15, 20, 25, 30, 35, 40, 45, 50

7 5, 10, 15, 20, 25, 30, 35, 40

8 5, 10, 15, 20, 25, 30, 35, 40

  조준점이 1개인 경우를 제외하면, 각 조준점 수 별

로 간격을 8가지로 변경시켜가면서 다양한 경우에 대

해 억제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총 57개의 경우에 대해 각각 모탄을 100개부터 400개

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억제율을 구하였다.

3.2.2 결과 비교

  조준점에 따른 억제 효과 차이를 한 눈에 살펴보기 

위하여 억제율 80%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모탄 

수를 각 상황 별로 구하였다.

Fig. 12. Numbers of FASCAM for 80% suppression

  Fig. 12의 막대그래프 상에서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80%의 억제율 달성을 위해 100발 이상이 소요되었음

을 의미한다. 각 조준점 수 별로 가장 적은 수로 80% 

억제율을 달성한 간격에 대하여 막대의 내부를 색칠하

여 표시하였다. 조준점의 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조준점 수 별로 가장 80% 달성 모탄 수가 가

장 작은 간격들을 다음 Table 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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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Performance of optimal intervals for each 

number of aim points

조준점 
수

간격
(m)

100발에서의 
억제율

80% 도달
모탄 수

1 - 87.1% 68

2 100 90.8% 61

3 40 89.6% 61

4 40 90.3% 62

5 30 90.1% 61

6 30 90.2% 62

7 25 90.2% 62

8 20 90.2% 62

  세 번째 열에는 100발을 사격하였을 때의 억제율을 

추가로 표시하였다. 조준점의 수가 1개일 때에는 상대

적으로 낮은 억제율을 보이지만, 그 수가 증가하면서 

억제율은 점차 개선된다. 이는 소수의 모탄이 발사되

더라도 다양한 조준점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산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준점 2개부터는 80% 도달 모탄 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조준점 4개부터는 100발에서의 억

제율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작전 수행 방안

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준점의 수는 2개 이상에서 무관

하며, 아군 포병 부대에서 운용하는 화포의 수와 배치

를 고려하여 적용이 용이한 조준점의 수를 선택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최적 방안 중 하나인 조준점 수 

2개, 조준점 간 간격 100m인 상황에서 61발을 사격한 

상황의 예를 탄착점 생성 방식을 통해 다음 그림에 나

타내었다.

  예시 그림은 2개의 조준점에 각 30발, 31발의 모탄

이 발사되어 전체 표적 영역에 고르게 지뢰가 살포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준점의 편의 방향(가로) 

좌표는 각각 -50m, 50m로서 모탄과 자탄의 공산오차

를 통해 적절히 조준점 사이 공간에 지뢰가 분포하도

록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야전의 판단에 의해 억제율 기준의 변

화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요구되는 모탄의 수를 구

하였다. 현재의 80% 억제율에서 1%, 5%, 10%를 추가 

상승시키고자 할 때의 요구 발 수를 다음 Table 7에 

정리하였다.

  Fig. 13. An example of shooting with optimal aim 

points intervals

Table 7. Necessary number of additional FASCAM for 

a higher level of suppression

증가 목표량 추가 요구 발 수

1 % 2

5 % 15

10 % 36

  현재 수립된 사격 방안에서, 80%를 기준으로 억제율

을 1% 상승시키는 데에는 약 2.3발의 추가 사격이 필

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90%의 억제율

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지수 함수 형태로 증가하

여, 5%의 증가를 위해서는 15발, 10% 증가를 위해서

는 36발을 더 발사해야 한다.

4. 결 론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둔 적 장사정포의 위협은 한

국군의 최우선적 타격 대상으로 간주되어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수립 및 개선은 물론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적의 선제 타격 후 대

응 사격을 통한 적 장사정포 파괴를 기본으로 하는 

현 대화력전 수행체계는 전쟁 개시 초반에 집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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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화력에 의한 수도권 기반 시설 및 민간인 피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타격을 통한 파괴가 아닌 적 기동 및 화력 운용

을 억제함으로써 아측 피해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개

념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FASCAM은 탄체에 포함된 지뢰 자탄이 일정 영역에 

넓게 산포되어 적 화력 장비가 파괴되지 않더라도 기

동 및 화력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탄종

이다. 이를 이용한다면 기 식별된 적 진지 지역에 살

포하여 개전 즉시 빠른 화력 억제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이 개발된 탄약이면서 또한 파

괴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탄약과 그 특성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FASCAM을 통한 적 화력 억제에 대한 기대

효과 평가에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FASCAM

을 이용한 화력 억제를 평가하고 다양한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절차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각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는 탄

착점 생성 방식과 빠른 계산 속도 및 결과의 안정성이 

담보된 적분 방식을 제안하여 그 예시와 장단점을 설

명하였으며, 특히 적분 방식을 통해 다양한 조준점 설

정에 따른 억제율 비교라는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론적 설명과 예시를 통해 제안된 시뮬레이션 절

차는 공학급의 정밀 자료 및 비교 분석을 위한 도구

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FASCAM을 

이용한 새로운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수립 및 개선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가 FASCAM 단일 탄종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 점은 단일 연구로서의 한계이며, 그에 따

라 다른 화력 억제 수단과의 결합을 고려한 더욱 효

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실험 방법론의 

제안 및 연구가 주요 추후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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