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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해군은상트페테르부르크에있는

세베르나야베르프조선소에서건조된 프

로젝트 22350 호위함 카사토노프함이 건

조자 항해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고르디갈로러시아해군대변인은 세

베르나야베르프조선소에서건조된프로젝

트22350호위함인카사토노프함이발트해

훈련장에서 1차시운전을완료하고상트페

테르부르크로복귀했다 고말했다. 디갈로

대변인에따르면, 건조업체는이번시운전

에서생명지원장치, 추진체계, 손상통제체

계를비롯해무선 기술장비,통신,공조및

통풍체계의자율적운용과함정의속도,기

동성, 횡방향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그는

핀란드만의얼음이어느정도녹으면다시

시운전을실시할것 이라고전했다.

카사토노프함은프로젝트 22350호위함

의 2번함이다. 이사업은SDB사가주도한

다.선도함인고르쉬코프함은 2018년여름

러시아해군에인도됐고, 골로프코함과이

사코프함등2척의호위함에대한건조작업

이세베르나야베르프조선소에서계속되고

있다.

프로젝트22350호위함은러시아해군의

동급함정중최첨단함정이될것으로예상

된다. 함정은배수량4500톤, 항해속도 29

노트다.무장으로는오닉스및칼리브르미

사일과 폴리먼트-레두트 대공미사일 체계

가장착된다.

러시아는프로젝트22350호위함과별개

로길이약7.5m(부스터가없는상태), 폭

0.75m, 사정거리4500㎞인신형칼리브르

-M 순항미사일을개발하고있다. 이 신형

미사일은3M-14대지공격용순항미사일보

다3배정도사정거리가길며, 약 1톤의재

래식폭탄이나핵탄두가장착된다.신형칼

리브르-M 순항미사일은 2018-27 군비확

충계획(GPV)에포함돼있다. 대지공격용

인 이 미사일은 프로젝트 22350호위함과

같은 대형 수상함이나 핵잠수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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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최첨단호위함시운전완료

미국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

이마하5이상의속도로움직이는극초

음속 비행체의 공력가열 효과 완화를

해결하기위해새로운소재와설계를찾

고있다.

DARPA는이기술적난제를풀기위

해 극초음속용 소재 아키텍처 특성

(MACH: Materials, Architectures

and Characterizat ion for

Hypersonics) 사업을개시했다. 극초

음속비행체는음속의 5배가넘는속도

로움직여야한다. 그때문에DARPA

는형태가안정적이고높은열흐름을견

딜수있는첨두부체계에적용할새설계

소재솔루션을개발 시연하는중이다.

DARPA는열공학 설계, 첨단전산

소재개발,구조화된소재설계 제작 시

험, 극초음속 전단 설계 성능, 첨단 열

보호체계등에대한전문기술을찾고있

다. DARPA는 기존실용기술에획기

적개선을가져오는연구를원하는것은

아니다 라고밝혔다.

MACH사업은두가지기술영역으로

구성될예정이다.첫째로확장가능한그

물형 제작 및 첨단열설계를 기반으로

첨두부를냉각시키는완전통합형수동

열관리체계를개발하고기술성숙도를

높일계획이다.둘째로차세대극초음속

소재 연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최신고충실전산능력을새로운능

수동열관리를위한개념, 코팅, 소재

개발에활용해차세대냉각극초음속첨

두부에적용한다는방침이다.

DARPA국방과학실(DSO)소속사

업관리자인빌카터는 수십년간많은

이들이극초음속비행체의뜨거운전단

을냉각할방법을연구해왔으나비행에

서실용적개념을시연하지는못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방열(放熱)을

위한질량수송을가능케하는확장성있

는소재구성을개발하는것 이라며 최

근의열공학및제조분야에서의발전으

로인해과거에는불가능했던매우복잡

한재료구조의설계와조합이가능하게

됐다 며 성공을 거둔다면 전단에서의

공력가열효과완화에서혁신을이뤄극

초음속성능을높일수있을것 이라고

덧붙였다.

DSO는 지난 22일 제안자의 날

(Proposers Day) 행사를열고 잠재

제안자들에게MACH사업의목표를소

개했다.DARPA는현재업계와협력해

여러건의극초음속무기개발사업을추

진중이다.

극초음속기술은 1970년대와 1980년

대에DARPA가스텔스기술연구개발

에쏟은투자가가져온것과같은전략적

이점과우위를제공할수있는잠재력이

있다. 맹수열기자

미국 DARPA,극초음속비행체의새소재 설계사업개시

음속의 5배속도…높은열견딜소재필요

美극초음속무기개발의이유? 중국 러시아기술발전에위기감

첨단기술을선도하고있는미국과중국 러시아가저마다또다른기술개발에몰두하고있다.미국은마하5이상의속도로비행

하는극초음속무기체계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새로운사업을시작했다. 중국과러시아는미국의스텔스능력을무력화하는

방안을연구하고있다.러시아는이외에도 프로젝트22350 최첨단호위함카사토노프함건조에속도를높이고있다.

앞서언급한미국의극초음속무기개

발의원동력에는중국과러시아에대한

위기감이자리잡고있다.

두국가는극초음속무기개발에서큰

진전을보이며일부영역에서는눈에띄

게미국을앞지르고있는상황에서스텔

스자산과스텔스탐지능력에서도발전

을이루고있다.미국처지에서는혁신적

기술을찾거나활용해극초음속무기개

발을진전시킴으로써전장에서의우위를

유지하는데필요한비대칭적이점을얻

어야할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미국을따라잡기위한중국과러시아

의기술개발은계속되고있다.두나라는

최근 장파 적외선 탐색 추적기(LW

IRST), 고속데이터링크, 첨단센서융

합을위한컴퓨터알고리즘을개발중이

다.이기술들이개발되면미국5세대전

투기의독자적전투능력은많이감소할

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미국해군과보잉사는 2017년함대연

습에서강력한프로세서와고속IP기반

데이터네트워크,장파블록-ⅡIRST포

드를 이용해 개량형 F/A-18E/F 슈퍼

호닛2대에대(對)스텔스기술을적용할

계획이다.미해군은2022년블록-Ⅲ슈

퍼호닛전투기취역시기에맞춰이를전

력화할방침이다.

하지만중국과러시아는이런대스텔

스기술을독자적으로개발해전력화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

다.전문가들은머잖아두나라가미국과

유사한대스텔스능력을실전에서사용

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전문가들은미국의F-22가현재최고

의공중우세확보수단인점은분명하지

만,2030년대이후에는여러위협요인에

의해능력이제한될수도있다고내다보

고있다.

중국과러시아는 IRST 센서개발경

험이있으며별다른어려움 없이 잡음

클러터 해상도등문제점대부분을해결

했다. 두 나라는 이를 통해 고성능

LWIR센서를개발할수있는기반을갖

췄다. 현재는 고속 데이터링크를 통해

LWIR 센서를 갖춘 전투기를 2대 이상

연결하는기술을개발하기위한자금을

확보하고있다. 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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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통신등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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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을위한소재 냉각기술개발

성공시극초음속성능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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