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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스트는 해군 함정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장거리 통신 및 레이더 가시거리(LOS, Line Of Sight) 확보를 위해 

각종 통신기와 레이더 안테나들이 설치된다. 통합마스트는 레이더 반사 면적(RCS, Radar Cross Section)을 줄일 수 

있어 함 생존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건조되는 함정에 적용되고 있는 비율이 

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에서 통합마스트를 적용할 경우 통신 안테나의 통합 현황 및 안테나 개발 사례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한국 해군의 운용 통신망을 분석하여 통합마스트를 적용할 경우 통신기 안테나 형태에 따른 함정 

RCS 영향, 다양한 대역의 통신기 안테나의 통합마스트 통합 가능성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ast is the highest structure in a naval ship, and various communication and radar antennas are installed to 
achieve long-range communications and line of sight. The U.S. and European navy currently are adopting integrated mast 
to their new ships, as it can reduce the Radar Cross Section(RCS) of the new ships and thus improve survivability of the 
ship. In this paper, when other navies adopt integrated masts on new ships, types of antennas, according to the cases that 
the antennas are integrated on the integrated mast or not, are analyzed. Also the types of antennas and transmission 
techniques for the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s of the Korean Navy are analyzed in various frequency bands. For 
adopting an integrated mast on Korean new ships, the effects of the ship RCS according to the types of antennas,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the antennas and the integrated mast and consider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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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마스트는 선박 또는 함정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범
선으로 항해하던 대항해 시대에는 돛을 고정시키는 기

둥으로써의 기능과 함께 마스트 꼭대기에 견시가 근무

하는 곳이 있어서 육안으로 멀리 있는 표적을 관측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이는 지구 곡률 때문에 높이 올라

갈수록 장거리 가시거리(LOS, Line Of Sight) 확보에 유

리하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레이더, 전자전장비, 무
선통신기 등 전자파를 이용한 다양한 장비를 운용하는 

현대의 군함에서도 LOS 확보를 위해 마스트는 다양한 

안테나의 설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레이더용 안

테나, 전자전 정보 수집을 위한 ES(Electronic Support)
용 안테나, UHF 대역 통신기용 안테나의 대부분이 마스

트에 설치되어있다. 반면, 마스트에 안테나가 많아지면 

레이더 파에 의한 산란이 많이 발생하여 RCS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

이 통합마스트(Integrated Mast)이다. 통합마스트는 하

나의 구조물에 함정에 필요한 센서와 안테나를 밀집시

키고 그 구조물의 형상을 RCS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만

든 것이다[1][2][3].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은 

2000년대에 건조된 함정부터 통합마스트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들 함정에는 기존의 모노폴 안테나(Monopole 
Antenna) 대신 마스트 면에 매립하는 다양한 형태의 배

열안테나(Array Antenna)를 적용하여 RCS를 감소시켰

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함정의 통합마스트에 설치된 안

테나의 종류를 분석하고,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통신망

을 고려하여 안테나를 통합마스트에 탑재할 때 제한사

항을 식별하고, 탑재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를 제안하였

다. 또한 안테나 통합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형상에 대

한 RCS의 크기를 시뮬레이션 도구를 통해 해석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Ⅱ. 본  론

2.1. 함정 마스트의 종류

전통적인 마스트는 범선의 범장과 비슷한 모양으로 

기다란 기둥 형태인 Pole Mast, 강도 보강을 위해 Pole 
Mast 뒤쪽에 두 개의 지지대를 받힌 형태인 Tripod 
Mast, 여러 개의 강관 또는 금속 빔을 교차하여 강도를 

보다 더 보강한 Lattice Mast 등이 있다. Lattice Mast는 

구조적으로 강한 반면 다중반사가 많이 발생하여 RCS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2000
년대 이후 도입된 함정에는 기존의 마스트보다 다중반

사가 적고 저피탐(Low RCS) 설계가 용이한 Plated Type 
마스트가 주로 적용되고 있다[4]. 이 마스트의 특징은 

구조적 고강도, 고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내부 부재와 

칸막이 판구조로 설계하고 외부에 얇은 판을 적용하며, 
이로 인해 내부가 밀폐되어 열악한 해양환경으로부터 

내부의 민감한 전자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4][5]. Plated 
Type 마스트는 형상 설계를 통해 그 자체로는 RCS를 줄

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의 레이더 안테나, 통
신기 안테나를 그대로 돛대팔(Yard Arm) 등 마스트 외

부에 설치함으로써 여러 개의 안테나와 마스트 구조에 

의한 전자파 산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RCS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센서나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파수 선택 표면(FSS, Frequency Selective 
Surface)으로 둘러싼 폐위형 마스트가 개발되었고, 
Conformal형 안테나를 새로 개발한 경우에는 마스트 외

부 면 또는 마스트 상부에 안테나를 통합한 형태의 통합

마스트가 개발되었다.

2.2. 폐위형 마스트와 통합마스트

폐위형 마스트를 영국은 ATM(Advanced Technology 
Mast), 미국은 AEM/S(Advanced Enclosed Mast/ Sensor)
라고 칭하였으며, FSS를 적용하여 내부장비 노출 최소

화를 통해 함정의 스텔스 성능 향상 및 내환경성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5][6]. 폐위형 마스트의 구조는 내

부에 기존의 레이더, 통신기 등 통신전자장비용 안테나

를 설치하고, 특정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이외 주파수는 

반사하는 FSS로 외부를 완전히 감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마스트에 내부에 설치된 통신전자장비 안테나에

서 송수신하는 전자파는 FSS를 통과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레이더 파는 금속과 같이 반사함으로써 스텔스 형

상 설계를 통해 RCS를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적용된 폐

위형 마스트로는 그림1과 같은 미국의 상륙함 USS San 
Antonio함에 설치된 AEM/S와 그림2와 같은 영국의 항

공모함 HMS Ark Royal함에 설치된 AT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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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SS San Antonio LPD(AEM/S)[7]

Fig. 2 HMS Ark Royal CV(ATM)[6]

폐위형 마스트는 내부에 회전형 및 원형 안테나 장비 

탑재가 가능하여 기존의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고 RCS 
감소를 가져와 통합 전투성능 및 통합 생존성을 보장한

다[7]. 하지만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센서와 통신체

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광대역 FSS 개발이 어렵고, 
가혹한 함정 운용 환경에서의 유지보수 문제도 고려해

야한다.
통합마스트는 금속 재질의 마스트 외벽에 Conformal 

형태(주로 평면형)의 센서나 통신기 안테나를 매립한 

새로운 형태의 마스트로,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에서 

건조하는 함정들에 먼저 적용되었다. 그림3은 미국의 

Zumwalt급 구축함 통합마스트 제작 단계의 모습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비금속 재질로 설계되고 레이더를 비

롯한 다양한 종류의 통신전자장비용 안테나가 평면형

으로 개발되어 상부구조에 매립된 통합 상부구조의 형

태로 되어있다. 다만 위성통신용 파라볼릭 안테나, 저주

파 대역인 HF 안테나 등 일부 통신용 안테나는 벽면에 

매립하는 대신 마스트 위에 올리거나 모노폴 형태로 배

치하였다. 표1은 앞에서 기술한 폐위형 마스트와 통합

마스트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Fig. 3 Integrated Superstructure for USS Zumwalt 
destroyer[7]

Table. 1 Enclosed Mast and Integrated Mast

Item Enclosed Mast Integrated Mast

Mast Type Conventional Plated structure

Antenna Type Conventional Conformal array,
Planar

Material FSS, Composite 
material

Metal, Composite 
material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의 탈레스사와 독일의 Rohde 
& Schwarz사가 각각 전력화한 마스트의 안테나 구성과 

특징을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2.3. 국외 함정의 통합마스트 안테나 구성

통합마스트의 개념은 네덜란드(Thales)가 적용하기 

시작하여 스웨덴(Saab), 영국(QinetiQ), 독일(Rohde & 
Schwarz), 프랑스(DCNS), 이탈리아(Fincantieri), 스페

인(Navantia), 러시아, 중국,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국

가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들이 적용한 통합마스트의 개

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의 통합

마스트와 같이 센서 뿐 아니라 통신기 안테나도 평면형

으로 설계하여 마스트 면에 매립한 형태, 둘째, 독일, 영
국과 같이 레이더와 일부 센서용 안테나는 마스트에 매

립하고, 통신용 안테나는 마스트 위쪽이나 별도의 통신

마스트를 설치하는 형태,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같이 폐

위 마스트를 활용한 형태로 구분된다. 
최신 국외 함정의 통합마스트 적용 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네덜란드와 같은 개념의 형태와 독일과 같은 형

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위 두 가지 개념의 대표적인 형태인 네덜란드

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였다. 위 두 가지의 가장 큰 차

이점은 통신기 안테나를 평면형으로 개발하여 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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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합했는가, 통합 안테나 마스트 형태로 구성했는가

이다. 그림4는 마스트에 통신기 안테나를 통합한 Thales
사의 I-MAST 400이 탑재된 네덜란드 Holland급 OPV
이고, 그림5는 센서와 통신기 안테나를 분리한 Rohde & 
Schwarz사의 통합마스트가 탑재된 독일 F125급 호위함

의 사진으로,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Holland Class OPV and Integrated Mast[8]

Fig. 5 F125 Class Frigate and Integrated Mast[9]

Table. 2 Configuration of I-Mast 400[8]

Item Spec.

No. of Communication lines 4 VHF, 8 UHF

No. of Antenna
4 Rx Antenna,

4 Tx VHF Antenna,
4 Tx UHF Antenna

Frequency
(MHz)

VHF 108 ~ 174

UHF 225 ~ 400

Link-16 Rx 960 ~1,215

Comms ESM 108 ~2,000

GSM/UMTS 850 ~ 2,200

Iridium 1,616 ~ 1,626.5

WiMAX 4.4 ~ 5.0 GHz

Fig. 6 Configuration of I-Mast 400 for Holland Class[10]

Fig. 7 Integrated Communication Mast for F125 Class 
Frigate[11]

다음으로는 탑재한 통신기와 안테나의 구성을 검토

하였다. 표2와 그림6은 Thales사 I-Mast 400에 탑재된 

통신기 안테나의 종류이고, 그림7은 Rohde & Schwarz
사 통합안테나 마스트의 구성과 통신기 안테나의 종류

이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종류의 통합마스트에 수

용된 군용 통신망의 구체적인 수량은 확인할 수 없으나 

동일한 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Comparing Two Types of Integrated Mast

Item Thales Rohde & Schwarz

VHF ○ ○

UHF ○ ○

Link-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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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de & Schwarz사에서 공개한 자료[11]에 따르면 

UHF 통신기 중 주파수 도약 운용 모드인 HQ(Have 
Quick)용 안테나는 마스트의 통합안테나 마스트에 수용

하지 않고, 별도의 모노폴 안테나를 설치해서 운용한다. 
이는 통합 안테나에 주파수 고정 모드와 주파수 도약 모

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통신기 간 커플링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Thales사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이러한 

언급은 없으나 그림8에서 I-Mast 400이 탑재된 HNLMS 
Zeeland함의 함교 위에 UHF 또는 VHF 통신기용으로 추

정되는 모노폴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통

신기 안테나를 통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Monopole Antennas Top of HNLMS Zeeland[12]

2.4. 한국 해군 통신망의 통합마스트 탑재 대상 검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통합마스트에 수용된 통신안

테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장이 매우 긴 HF 또는 MF 대역 안테나

∘주파수 도약 모드를 사용하는 VHF 또는 UHF 대역 

안테나

유사한 제원의 한국 해군 전투함은 표4와 같은 종류

의 군용 통신망을 운용한다.

Table. 4 Communication System of ROK Destroyer

Item Spec.

ANASIS X-Band

MOSCOS Ku-Band

MF/HF Comm. 10kHz ~ 30MHz

VHF Comm. 30 ~ 88MHz

UHF Comm. 225 ~ 400MHz, 960 ~ 1,220MHz

표4의 통신망 중 군위성통신체계(ANASYS, Army 
Navy and Air 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와 해

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 Maritime Operation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는 파라볼릭 안테나를 

사용하고, MF/HF 통신기 또한 대형 모노폴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마스트에 탑재 대상에서 제외된

다. 특이한 점은 UHF 대역은 해외의 경우와 동일하지

만, VHF 대역은 유럽 해군은 100MHz 이상을 사용하는

데 비해 한국 해군은 30~88MHz 대역을 추가로 사용하

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 해군에서도 군용 통신망은 

아니지만 100MHz 이상의 VHF 대역 중에서 117.975~ 
137MHz의 항공이동용 주파수, 156~ 162.0375MHz의 

해상 이동용 주파수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이 추가로 운용하는 VHF 대역, 즉 30~88MHz 대역

은 원래 육상 전술망 및 군경 합동망으로 운용하는 주파

수로, 육상 레이더 기지, 해경 등과 합동작전 및 정보 교

환을 위한 통신망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 외국 해군

에서는 운용 빈도가 매우 낮은 주파수 대역이다. 실제로 

한국 해역에서 외국 해군과 연합작전을 할 경우 Link-11 
등 데이터링크는 물론 전술망 또한 UHF 대역을 사용하

며 30~88MHz 대역의 VHF 전술망은 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는 

30~88MHz 대역은 중요한 통신망으로, 해당 해역 사령

부 전술망, 육군 기지, 해경함정 등과 정보 교환을 위한 

군경 합동망, 함정에서 운용하는 단정 또는 RIB(Rigid 
Inflatable Boat)의 지휘망, 비상통신용 등의 용도로 3~4
대를 운용한다. 현재 함정에 설치된 VHF 장비는 주파수 

도약 방식으로 운용 가능한 VRC-946K 계열로, 전술망

으로 운용할 때에는 주파수 도약 모드를 사용하고, 군경 

합동망은 고정 주파수 모드를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한

국 해군 함정의 통합마스트 탑재 대상 통신망은 UHF와 

VHF 대역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한다.

∘주파수 고정 모드 운용 장비와 주파수 도약 모드 운용 장
비 간 안테나 분리에 따른 통합 안테나 수용 범위

∘RCS 감소 효과

∘안테나 개발에 따른 소요 예산, 개발 기간 등 비용 대 

효과

특히 30~88MHz 대역은 사용 빈도가 낮고, 주파수가 

낮아 평면 안테나 형태로 개발할 경우 크기가 커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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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면적이 필요할 뿐 아니라 RCS 감소 설계에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5. RCS 시뮬레이션 결과 

30~88MHz 대역의 안테나를 평면형 안테나로 마스

트에 매립할 경우와 기존의 모노폴 안테나를 갑판에 설

치할 경우에 대한 RCS를 비교하였다. 해당 대역의 통신

기는 4대로 가정하였고, 마스트에 통합이 불가한 HF 안
테나는 2개로 가정하였으며, 함정 상부 형상이나 안테

나 설치 위치는 통상적인 배치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000°

090°

180°

270°

Fig. 9 Simulation setup for RCS Calculation

HF 안테나는 중심주파수 15MHz를 기준으로 하여 

길이 5m, 지름 10cm의 1/4파장 모노폴 안테나로, VHF 
안테나는 중심주파수 60MHz를 기준으로 하여 길이 

1.25m, 지름 4cm의 1/4파장 모노폴 안테나로 모델링하

였다. VHF 안테나는 주파수 도약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도 있음을 고려하여 하나의 안테나에 하나의 통신기만 

연결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선체와 마스트 형태는 RCS 
감소를 위해 각 면을 10도 기울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중심주파수 60MHz의 VHF 평면형 안테나 길이는 모노

폴과 동일한 1.25m로 정하고, 마스트 표면에 매립됨을 

고려하여 안테나를 별도로 모델링하지 않고 통합마스

트 면이 1.5m 높아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9는 전

체 모델링 형상이며, 다음 두 가지의 경우로 시뮬레이션 

하여 RCS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VHF 모노폴 안테나 4개를 별도로 설치 한 경우

(통합마스트 높이는 10m)
∘VHF 평면형 안테나를 통합마스트에 매립한 경우

(통합마스트 높이는 11.46m로 증가) 

시뮬레이션 SW는 MEC/PO(Method of Equivalent 
Current/Physical Optics), UTD(Uniform Theory of 
Diffraction) 등 Ray 기반의 상용 툴인 XGDT를 사용하

였으며, 입사된 전자파가 각 면에 서로 반사되는 다중반

사의 횟수는 2회, 모서리(Wedge)에 의한 회절은 1회 적

용하였다.

Fig. 10 Result of RCS Simulation

Table. 5 RCS Comparison between two Case

Case Case 1
(Monopole Ant. 4 set)

Case 2
(Planar Ant. 1 set)

Average 21.0(20.9)dBsm 20.3(20.4)dBsm

Max 39.0dBsm 41.1dBsm

그림10은 두 가지 경우의 RCS 계산 결과의 패턴을 

나타낸 것이고, 표5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RCS 평균값

과 최대값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10에서 두 모델 간 전

반적인 RCS의 크기와 패턴은 비슷하지만, 전면, 후면, 
양측면 등 0도, 90도, 180도, 270도에서는 Case 2의 경우

가 크고, 나머지 각도에서는 Case 1이 조금 크게 분포되

어있다. 이는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면에서는 Case 2가 

물리적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이고, 나머지 각도에서는 

Case 1의 경우 모노폴 안테나에 의한 다중반사가 일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Case 1의 경우에도 VHF 안테나

의 크기가 작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중반사에 

의한 RCS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에서 RCS 평균값 중 괄호 안은 RCS가 가장 크게 발생

하는 좌, 우 현측, 함수, 함미 정 방향에서 각각 4도, 즉 

Cardinal angle을 제외한 나머지 각도에서의 RCS 평균

값이다. 두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RCS 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이는 HF 안테나에 의한 RCS, 선
체 형상에 의한 RCS, 평면 안테나 설치를 위해 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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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 면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VHF 모노폴 안

테나를 제거하여 RCS를 줄이는 효과를 상쇄시켰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Ⅲ. 결  론

함정 RCS, EMI 등 특수성능을 보장하고 생존성 향상

을 위해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함정에 통합마스트를 적용

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통합마스트 적용을 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벤치마킹 하되, 각 군의 통신망의 차

이, 작전 운용 개념의 차이,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최근 건조되는 함정에 통합마

스트를 적용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는 마스트에 설치

된 수 많은 모노폴 또는 다이폴 안테나에 의한 다중반사 

때문에 설계 당시에 고려했던 스텔스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HF 대역이나 

한국해군만 사용하는 VHF 대역 등과 같이 Planar 안테

나 개발 실적이 없고, 해당 통신망의 사용 빈도가 낮아 

안테나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안테나 형태

로 탑재하는 것도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현 수준에서 통합마스트 

탑재 대상 통신장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만, 위성안테나의 탑재 여부는 통합마스트 상부 공간, 
위성안테나 제원, 한국 해군의 통신전자장비 배치 경향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

하였다.

∘통합마스트 탑재 고려 통신장비

- 주파수 고정모드를 사용하는 100MHz 대역의 VHF 
통신기

- 주파수 고정모드를 사용하는 UHF 통신기

- 기타 소형 안테나에 연결된 통신기

∘통합마스트 탑재 제외 고려 통신장비

- MF/HF 통신기(안테나 크기가 크고, 국내외 적용 실

적 없음)
- 30MHz 대역의 VHF 통신기(사용 빈도가 낮고 안테

나 크기가 크며 RCS 감소 효과가 낮음)
- 주파수 도약모드를 사용하는 VHF 및 UHF 통신기

또한 통합마스트에 탑재가 제외 된 통신 안테나 중 운

용 빈도가 낮은 통신망은 안테나 마운트에 Tilt 기능을 

적용하여 해당 통신망을 운용하지 않을 때는 안테나를 

수평으로 눕힐 경우 함정 RCS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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