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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인해 수  폭발체의 험성이 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단히 요하게 다 져야 하

며, 그에 따른 방어 책이 필수 으로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양한 수 무기폭발 체계  표 인 비닉(庇

匿) 무기체계인 기뢰를 심으로 탐지수단, 탐지방법, 험 제거 방안 등에 해 연구하며, 특히 탐지를 한 표

인 센서인 자력계 등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발화확률 모사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아 해군 보유 함형에 따른 수심별 

해석을 통해 발화확률 등을 시뮬 이션 하여 효과 인 탐지, 제거  궁극 인 기뢰  술 등을 연구/제안

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detection and defense methods for underwater weapons because there are so many dangers of underwater weapons 

not only in the war period but also in the peace time. Underwater mines are the representative  strategic arms. The sensors and target detection 

methods, threat elimination method of mines included in this paper. Among the various sensors of mine, we use the magnetometor for target 

detection method in the simulation and  execute the analysis of magnetic field of detected target ships. It will be also provided that 

effectiveness of target detection, sweeping method of mine, tactics of mine planning and mine sweeping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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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인해 수  폭발체의 험성이 

시 뿐 만 아니라 평시에도 단히 요하게 다 져야

하며, 그에 따른 방어 책이 필수 으로 필요함을 인지

하게 되었다.

다양한 수 무기폭발 체계  표 인 비닉(庇匿) 

무기체계인 기뢰를 심으로 탐지수단, 탐지방법, 험 

제거 방안 등에 해 연구한다. 

특히 탐지를 한 표 인 센서인 자력계 등의 데이

터를 참조하여 발화확률 모사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아 

해군 보유 함형에 따른 수심별 해석등을 통해 발화확률 

등을 시뮬 이션 하여 효과 인 탐지, 제거  궁극

인 기뢰  술 등을 연구/제안 하는 것을 목표로 연

구의 폭을 넓  가기로 한다.  

Ⅱ. 기뢰의 유형과 분류

기뢰는 폭약을 용기에 넣어 함정(선박)에 이나 

근 했을 때 폭발시켜 괴하는 수 무기로 정의 되

며 바다에 설치하는 지뢰(Mine)로 일컫는다. 기뢰의 

어원으로는 기계식수뢰를 여 기뢰로 부른다고 알려

져 있다.

그림 1. 기뢰에 의한 피해(USS Tripoli, LPH-10)
Fig. 1 Damaged by Sea-Mine(USS Tripoli, LPH-10)

기뢰의 략  가치는 잠수함, 생화학무기와 더불어 

표 인 비 칭 력으로써 간단한 기술과 렴한 제

작 비용을 들 수 있으며, 그림 1은 1991년 걸  ‘사막

의 폭풍’ 작  시 3천달러 정도의 가 이라크 기뢰에 

의해 괴된 미국의 고가 강습 상륙함의 처참한 피해 

모습이다. 

기뢰의 구분은 표 으로 발화방식과 부설 치 그

리고 부설수단에 따른 분류에 의해 구분된다. 발화방식

에 의한 구분으로는 (1)계류기뢰 : 기뢰와 유선으로 연결

하여, 함정이나 육지에서 기폭 (2)부유( )기뢰 : 표

함정과 직  부딪히면 폭발 (3)감응기뢰 : 함정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기, 음향, 압력 등을 감지하여 폭발한다. 감

응기뢰  자기 감응기뢰는 함정에서 발생하는 자장을 

감지하여 폭발하고, 음향기뢰는 함정에서 발생하는 소

음을 감지하여 폭발하며, 압력감응기뢰는 함정의 움직

임에 의해 발생하는 수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폭발하는 

구조이다. (4) 지능형기뢰 : 원하는 시기에 폭발하거나, 

일정시간 경과 시 기폭 단 가능하며, 회수/계산기뢰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설수단에 의한 구분으로는 (1) 수

상함 부설기뢰 : 량의 기뢰를 방어용으로 부설 시 사

용, (2) 잠수함 부설기뢰 : 공격용 기뢰를 부설 시 사용, 

(3) 항공기 부설 기뢰 : 신속 다량의 기뢰 부설 요구 시 사

용(공격 는 방어용) 등이 있다.

그림 2. 기뢰의 유형과 분류
Fig. 2 Classification of Sea-Mine

부설 치에 따른 구분으로는 (1)부유기뢰: 해류/조

류를 따라 물 에 떠다니면서 공격 상 함정과 직  

하여 폭발 (2)계류기뢰 : 기뢰 자체의 부력을 이용, 한

쪽에 닻을 단 강성 이블로 기뢰를 마치 해 에 있는 

기구처럼 띄워놓은 기뢰를 말하며, (3)해 기뢰 : 해

면(바닥)에 부설된 기뢰를 일컫는다. 한 (4)어뢰식기

뢰(Captor Mine) : 해 에 설치하여, 수상함 는 잠수함

이 지나가면 감응하여 솟아올라 추   공격하는 기뢰

가 있으며, (5)자항기뢰 :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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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치로 이동하는 기뢰이다. 잠수함이  항만까지 

들어갈 수 없을 때도 부설 가능한 기뢰이며, 미국의 경

우 SLMM(Submarine Launched Mobile Mine, ‘슬림’이라

고 읽음)이 있으며, 러시아는 SMDM시리즈로 Self 

Propelled Mine이라 명칭된 자항기뢰가 있고, 국도 

Self Propelled Mine을 력화 한바 있다. 

Ⅲ. 기뢰의 탐지체계  자력계

아래 그림 3과 같이 지구의 지표상 어느 곳에서든 지

구 자기장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로 표 이 된다. 그

리고 그림 3의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륙 는 지역

별로 일정한 자기장 분포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 지구자기장 분포
Fig. 3 Magnetic Field Total Intensity of the Earth

함정이 발생하는 특성신호에는 기계류등에 의한 음

향신호와 자기장 신호가 있다. 이  함정의 정자기장 신

호는  해양 환경조건의 변화에 무 하고, 근거리 역에

서의 비교  정확한 표  탐지  식별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다음 그림 4와 같이 수상함이 항행을 하게 되면, 함정 

움직임에 해당하는 정자기장의 왜곡이 발생하며, 기뢰

는 자력계 등의 센서들을 이용해 이를 탐지하고 목표 

상 함정을 식별하게 된다. 

부분의 기뢰는 목표 함정을 식별하면 주장약을 기

폭 시켜 목표함정에 해 완 /임무불능/통신 불능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며, 상 함정  특정 번째 함정만

을 피격 목표로 하기 한 함정계수(count) 기능을 보유

하기도 한다.

그림 4. 함정에 의한 지구자기장 변화
Fig. 4 Distortion of Earth Magnetic Field by Ship

발화방식에 따른 기뢰의 분류에서 보았듯이 기뢰가 

수 에서 잠수함이나 수상함 등의 타겟을 탐지하는 수

단으로는 음향센서, 자력계  압력센서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부분의 존 

기뢰들은 음향과 자기로 복합 센싱을 하지만 특히, 자기

값에 의한 탐지를 주력으로 한다는 이다. 한, 우리나

라도 비슷하거니와 기존 기뢰는 력화 된지 오래되었

기 때문에 2축 자력계를 주로 사용하 지만, 앞서 언

했던 자항기뢰 등을 신규 무기체계로 가지려면 자기장 

탐지용 자력계는 3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한다.

Ⅳ. 자력계 모델링  시뮬 이션

강철로 건조된 해군 함정들은 지구자기장에 의해 정 

수직하방(Positive Down, z축), 정 이물방향(Positive 

toward the bow, x축), 정 우 방향(Positive toward the 

starboard side, y축) 향을 받는 3축 직교(orthogonal) 

유도자기장(Induced Magnetic Field)과, 강철 선체에 기

인한 3축 직교 구자장(Permanent Magnetic Field)의 

향 하에 있게 된다. 이들 3축 유도자기장을 각각 

IVM(Induced Vertical Magnetization), ILM(Induced 

Longitudinal Magnetization), IAM(Induced Athwartship 

Magnetization)이라 하며, 다음 그림 5를 통해 왼쪽으로

부터 각각의 방향으로 해당 함정이 받는 유도자기장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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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군 함정의 3축 유도자기장
Fig. 5 Triaxial Induced Magnetic Field of ship

함정의 3축 구자기장은 각각 PVM, PLM, PAM에 

해당하며, 아래 그림 6의 특성을 보인다. 

그림 6. 해군 함정의 3축 구자기장 특성
Fig. 6 Triaxial Permanant Magnetic Field of ship 

아래 그림 7은 지구 자기장을 수식으로 표 하기 

한 참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자기장 벡터
Fig. 7 Magnetic Field Vector

함정의 자기 특성 값은 에서 살펴본 3축 자기장 값

의 합성자기장으로 특징화 되며,  그림 7을 참조로 하

여 각 축 벡터 값을 합성 값으로 하는 자기장 총합(FE) 수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1)

앞서 언 했던 로 2축 자력계 비 3축 자력계의 성

능 증 에 한 시뮬 이션은 MATLAB 로그램을 이

용하여 진행하 다. 2축 자력계는 탐지하고자 하는 상

함정을 두 축  하나가 지향을 하도록 놓여 지지 않는다

면 탐지성능이 분명 떨어질 것임이 분명 하다. 만약 이를 

3축 자력계로 성능개량 했을 때에는 기뢰에 장착된 자력

계가 어떤 방향으로 착  되더라도 표  함정이 존재하

는 수직 상 방향 지향이 가능하므로 탐지효율이 개선되

리라는 단 하에 3축 자력계 제작 에 컴퓨터 기반 모

델링  실험으로 사  검증 했다. 

자력계가 탐지하는 상함정은 수상함 단  지휘

함정에 해당하는 호 함  이상의 크기를 갖는 형함

정으로 가정하고, 그 입력값은 실측된 IVM, ILM, IAM, 

PVM, PLM, PAM 각 채 값을 사용했으며, 수  매설된 

기뢰의 자력계를 on-top으로 함정이 지나가는 것으로 시

뮬 이션 하 다. 

그림 8. 2축, 3축 탐지값 최소, 최  비교
Fig. 8 Min/Max Magnetic Value of 2 / 3 Axis

자력계가 치한 기뢰의 헤딩방향을 기 으로 탐지

된 자기 값의 차이를 보기 해 탐지된 최 , 최소 값으로 

비교해보면 앞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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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2-D 그램으로 방 별 탐지

값을 비교했을 때 란색의 2축 자력계의 탐지 자기값이 

빨간색의 3축 탐지 자기값에 비해 최소값 기  비교를 

해보았을 때 특정 방 에서 상당한 탐지율의 차이를 보

다. 탐지분포에 한비교를 해 3-D space gram의 3

축 그램에서 2축 그램을 제거해 보면, 다음 그림 9와 같

이 세로축의 인덱스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2축과 3축의 

탐지결과에 한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다.

그림 9. 2축과 3축 자력계의 탐지값 차이
Fig. 9 Magnetic Field Difference of 2&3 Axis

 그림 9에서는 2축과 3축 자력계의 목표 함정에 

한 탐지값의 차이를 정성 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정량

인 차이에 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축 자력

계를 3축 자력계로 성능 개선했을 때의 탐지확률에 한 

정량  지표를 알아보기 해 각각의 자력계가 장착된 

동일 기뢰를 가정하고, 특히 해 의 평평한 지형이 아닌 

경사진 지형에 기뢰가 매설되었을 때가 탐지축이 늘어

난 것에 한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이겠다고 단하

여 추가 시뮬 이션을 해보았다. 

성체등을 비롯한 동특성을 갖는 많은 시스템은 자

신에 맞는 합한 좌표계를 설정하여 시간에 따라 시스

템의 자세를 표  할 수 있어야 한다.[5] 경사각이 있는 

지형에 착  한 기뢰의 자세를 표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오일러 좌표계를 이용하 다.

Cx(θ) = 













1 0 0

0 cosθ sinθ

0 - sinθ cosθ

   (2)

 오일러 좌표계의 roll축 자세변환 식을 이용하여, 2

축과 3축 자력계를 탑재한 동일 기뢰를 경사면 10도, 20

도, 30도의 지형에 착  시켰다고 가정한 후, 동일 수심

에서 목표함정을 탐지하는 합성자기장 결과 값은 그림 

10, 표 1과 같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경사각이 커질수록 2축과 3축 자력계  2축의 탐지 

값의 차이의 폭은 확연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 경사면 착 시 탐지확률
Fig. 10 Detection Probability in decline Area

표 1. 경사별 탐지자기값 차이
Table. 1 Detection Magnetic Field in Decline Area

구분 경사각 차이값(nT) 편차(%)

1 10 0.79 6.25 

2 20 1.76 15.06

3 30 3.06 29.45

그림 10의 결과에서 빨간색은 3축 자력계의 탐지값이

며 란색은 2축 자력계의 탐지값을 보인다. 착  경사

값이 10도씩 증가될 때 3축 자력계의 값은 일정한 탐지

값을 유지했으나 2축 자력계는 탐지성능이 6.25%에서 

30도일 경우 최  29.45%까지 큰 폭의 탐지성능 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향후과제

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수 무기체계의 이 상

존하고 있는 실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항기

뢰 등의 신규 수 무기체계를 개발한다면 3축 자력계를 

반드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 탐지성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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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화를 해서 음향센서 는 수압센서 등을 복합 운

용하는 하드웨어 체계와 데이터 융합 알고리즘을 개발 

용토록 하는 것이 군 력화 뿐 아니라 평시 안보에도 

더욱 크게 일조 하리라 본다. 향후 럭스게이트 등의 발

된 탐지 소자들을 용한 3축 자력계를 제작하여 실 

해양환경에서의 시험을 거쳐 기존 력화된 2축 자력계

와의 성능차이를 실 검증 할 정이다. 더불어 다양한 크

기의 함정 자기값을 입력값으로 하여 탐지성능의 비교

도 필요할 것이며, 운용수심별 시험도 병행 실시하여 탐

지실효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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