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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기 동향 

미해군의최신항공모함인제럴드R.포

드함이 무장이동용 엘리베이터를 달았다.

포드함은2017년7월취역당시엘리베이터

를갖추지않은채운용을시작했지만최근

첫첨단무장이동용엘리베이터(AWE)를

설치했다.

상단1번AWE는HII사산하뉴포트뉴스

조선소에서엔지니어들의시험및인증과정

을거친뒤지난해12월항모에인도됐다.포

드함은현재이조선소에서시험운항뒤 인

도후수리(PSA) 단계를거치고있다.

미해군은포드함에AWE를설치한것은

후속항모에있어주요한이정표를수립한

것이라는의미를부여했다.포드함은첫엘

리베이터를 설치했지만 앞으로 10기의 엘

리베이터를더설치해야한다.미해군은오

는7월로예정된포드함의PSA완료에앞

서현재진행중인AWE의설치및시험활

동을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

포드함은첫번째포드급으로, 40년만에

새롭게설계한항모다.무장이동을위해케

이블을사용하는니미츠급항모의엘리베이

터와 달리 포드급 엘리베이터는 전자기식,

선형 동기식 모터를갖췄기때문에용량이

더욱크며더욱더신속하게무장을운반할

수있다.

또 새로운 설계를 통해 분당 150피트의

속도로 무장 2만4000파운드를 움직일 수

있다. 니미츠급이 분당 100피트의 속도로

무기 1만500파운드를움직이는것과비교

된다.

포드함무장담당장교인채보니알렉산더

소령은 AWE를통해우리는더많은함재

기에더빠르게무장을적재할수있고, 그

결과전체적인출격률을증가시킬수있다

고말했다.

포드함의 새로운 함정 설계는 전반적인

무장이동및조립활동을간소화해효율성

을훨씬더높였다는장점도갖고있다. 포

드함은상단엘리베이터3기를설치해주갑

판과비행갑판간무장이동을,하단엘리베

이터 7기를통해주갑판과함의아래층간

무장이동을할수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기고로부터항공기까지이동하는거리를

75%줄일수있다는것이미해군의설명이

다. 자료제공=기품원(글로벌디펜스뉴스)

미국 해군

중국국영매체환구시보는최근중국

의 첫 복좌형 스텔스 전투기인 J-20이

전술폭격기,전자전,항모타격전투기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

다.

청두항공공사(CAIG)가개발중인J

-20의개념은이미컴퓨터생성이미지

가인터넷에떠돌아다니고있기때문에

새로운것은아니다. 하지만 J-20의이

미지를국영CCTV가공개하면서실제

제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CCTV는 전투기 승무원을 2명 운용할

경우복잡한전술환경에서이점이많다

며중국이복좌형스텔스전투기를도입

하는첫나라가될수있다고보도했다.

한편미국방정보국(DIA)은이에앞

서발표한중국군사력보고서에서중국

공군이신형중 장거리스텔스폭격기를

개발중이라고평가했다.여기서장거리

스텔스폭격기의정체는H-20이며중국

공군은 2016년 이 폭격기 개발 사실을

확인했다.중거리스텔스폭격기제작여

부는공개되지않았지만그역할을수행

할것으로추정되는새로운형상의J-20

이개발되면서DIA의평가가힘을받고

있다.

환구시보는항공기설계사와군사논

평가의말을인용해 현재J-20은 기본

형상 상태지만다양한역할을수행할수

있도록개조될수있을것 이라고전했

다. 주요개조내용에는항전장비및사

격통제체계개선, 더강력한엔진탑재,

무기 탑재량 증가 등이 포함될 전망이

다.

중국공군과해군항공대는현재상당

한수량의 JH-7, J-16 복좌형타격 전

투폭격기를운용하고있다.이들폭격기

들이전력화된지는그리오래되지않았

지만스텔스능력이부족해고강도분쟁

에서는취약성을드러낼것이라는관측

이우세하다.따라서중국은더효과적인

타격용전투기제작방안을고려하고있

을수있다.

J-20은최대이륙중량이약3만7000

㎏으로추정되는대형항공기로,이런능

력을갖추도록개선될수있는잠재력이

크다.또지금까지항공기에설치된것으

로알려진러시아제AL-31이나중국제

WS-10엔진보다더욱강력한엔진을탑

재한다면잠재력은더커지게된다.중국

이WS-15엔진개발을완료할경우J-

20용으로추력편향(Thrust vectoring

)형상이도입될것으로전망된다.

맹수열기자 guns13@dema.mil.kr

중국 첫번째복좌형스텔스전투기J-20개발전망

조종사 2명탑승복잡한전술환경유리

중국이세계첫복좌형스텔스전투기를도입하기위해개발에나서고있다.전문가들에따르면날로복잡해지는전술환경에서

전투기승무원2명이갖는이점은크다. 중국은이복좌형스텔스전투기가더욱다양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개조할전망이

다. 이탈리아는노후한안테오잠수함구조함을대체할신형다목적잠수함구조함획득사업착수에나섰다. 2022년쯤인도될이

구조함은보다많은임무를맡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한편미해군은40년만에새롭게설계된최신항공모함제럴드R.포드함

에첨단무장이동용엘리베이터(AWE)를설치했다.미해군은이를통해더많은함재기에더빠르게무장을적재할수있을것으

로예상하고있다.

이탈리아국방부산하해군병기국이신형

다목적잠수함구조함획득사업을올해중반

까지착수할예정이다.

이탈리아는지난해부터4억2400만유로

(4억8170만달러)의예산을책정,특수 잠

수작전용 잠수함구조함(SDO-SuRS)을

진행하고 있다. 신형 구조함은 2022년쯤

인도될예정이다.

이탈리아는 이 구조함을 건조해 노후한

안테오구조함을대체할계획이다.이구조

함은모듈식으로설계돼이탈리아특수부대

및잠수함사령부의특수부대작전과잠수작

전지원외에다른잠수함구조임무를수행

할예정이다.

이구조함은만재배수량약8500톤,전

장 120m, 함폭 20m다. 또 2개의선회식

추진포드와 2개의함수추진기를사용하

는 통합완전전기추진(IFEP) 체계가 탑

재돼최대 15노트의속도를발휘할수있

다.

신형 다목적 잠수함구조함은 미 해군

및NATO잠수함구조체계, 통합포화잠

수체계(수용인원12명), 탐색 구조용수

중장비(운용심도 3000m인자율무인잠

수정 1대및원격제어무인잠수정 2대포

함), 대기압잠수체계(운용심도300m),

맥캔구조체임버, 고압시뮬레이터를탑

재할수있다.또대형특수부대및지휘통

제 시설과 원정작전용 설비 외에 수중작

전전용의무시설도 설치된다. 이외에도

레오나르도헬리콥터사의 AW101헬기

등과 같은 중형 헬기를 위한 항공시설과

수중 및 특수작전용 장비를 구비한 함미

구역도 갖출 예정이다. 60여 개 선실에

200명을수용할수있는신형플랫폼에는

내부광대역무선통신능력을갖춘포괄적

인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C4I)

장비도도입된다.

■편집=오새리기자

승조원들이미해군항공모함제럴드R.포드함에

설치된첨단무장이동용엘리베이터(AWE)의안

전절차를점검하고있다. 출처=navaltoday.com

최신항모 제럴드R. 포드함

무장이동용엘리베이터설치

중국의복좌형스텔스전투기J-20의컴퓨터이미지. 출처=janes.ihs.com

이탈리아가운용중인구조함안테오함.

출처=janes.ihs.com

지난해부터4억2400만유로예산책정…2022년쯤인도될예정

모듈식설계 최대15노트속도,특수부대 잠수함사령부작전수행

CCTV,이미지공개…제작가능성↑

항전장비 더강력한엔진등탑재

최대이륙중량약3만7000㎏추정

전술폭격기 전자전역할수행기대

이탈리아 신형다목적잠수함구조함사업올해중반까지착수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