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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argame is a simulated military operation with certain rules, specifications, and procedures, in 

which soldiers can virtually and  indirectly experience the war. The ROK Navy operates the Cheonghae 

model, a training wargame model for helping commanders and staff master the procedures for conducting the 

war. It is important for commanders, staff and analysts to know whether a warship can perform its missions 

and how long it can last during a war. In existing model, the Cheonghae, the probability of kill of a warship 

is calculated simply considering the number of tonnage without any stochastic elements, and the warship’s 

mission availability is also determined based on predetermined values. With this model, it is difficult to get a 

value of the probability of kill that makes sense. In this dissertation, the author has developed a probabilistic 

model in which the warship vulnerability data of ROK-JMEM can be used. A conceptual model and 

methodology that can evaluate the mission performance of personnel, equipment, and supplies has been 

proposed. This can be expanded to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rtime warship loss rates by integrating 

damage rates for personnel, equipment, and supplies in wa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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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군은 다양한 형태의 국지전과 전면전을 대비

하기 위해 워게임모델을 활용하여 지휘소 훈련을 실

시하고 있다. 지휘소 훈련은 실제 전장환경과 유사

한 전장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조성하여 지

휘관 및 참모들의 실시간 통합전투지휘능력 향상과 

전투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1]

한국 해군의 대표적인 지휘소 훈련인 韓ㆍ美 연
합지휘소훈련과 함대종합전투훈련은 해상전 워게임

모델인 청해모델로 가상 전장상황을 조성하고 지휘

관 및 참모들은 해상작전 상황에 대해 지휘·결심하

여 대응하는 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하

고 있다.[2]

해상작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객체는 함정이다. 

함정은 상시 준비된 부대로서 해상에서 원하는 곳으

로 즉각 기동하여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여러 임

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무기체계이다.[3] 

함정은 생존성능, 전투성능, 기동성능, 지원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생존하지 못하면 다른 성능들이 무의

미하므로 생존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4] 생

존성능은 피격성(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 

ability), 회복성(Recoverability)으로 구성되며 피

격성은 전투 환경에서 함정이 위협에 노출되는 정도 

즉, 위협무기체계에 명중될 확률로서 무기체계의 고

유특성을 나타내며, 취약성은 위협무기체계에 의한 

타격이 있을 경우 파괴될 확률로서 함정이 가진 기

능과 임무수행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능력, 회복

성은 함정 피해이후 복구 및 피해전파 억제능력을 

나타낸다.[5],[6] 함정의 생존성능 중 피해평가와 

가장 밀접한 요소는 취약성이며 병력, 장비, 물자의 

피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작전능력 상실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7]

함정 피해평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핵심요소

인 취약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항공기 취약

성 평가 방법론으로 처음 연구되어 미국의 연안 경

비정인 사이클론급(Cyclone)과 육군 무기체계인 

전차의 취약성 평가에 활용하였으며 함정, 항공기, 

전차, 건물 등과 같은 표적 취약성 자료를 표준화하

기 위해 미국은 무기체계와 표적간 효과도를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여 표적의 취약확률, 

취약면적 등 척도를 수치화한 자료인 합동무기효과

교범(JMEM)을 구축하였다.[8],[9],[10],[11]

국내에서도 함정 취약성 평가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 확률 통계학적 이론에 기반한 공기부양정 취약

성 분석방법, 함정 취약성 평가절차에 대한 연구, 함

정 통합생존성 설계·해석 기술개발 등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실선시험(Live fire test and 

evaluation), 예산 등 부족으로 함정 취약성 자료가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6],[12],[13] 그러나 공대지, 지대지, 지대

공 분야의 표적 취약성 자료는 미국 무기체계 도입 

시 우리군이 제한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국내에서 개

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표적 취약성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형 합동무기효과교범(ROK-JMEM)체계

를 구축하여 워게임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고 있

다.[14] 해상전 워게임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함정 취약성 자료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초보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15]

해상전 워게임모델인 청해모델의 함정 피해평가

는 신뢰성있는 함정 취약성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하

지 않고 전투함정과 일반함정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

은 동일한 피해계수로 함정의 치사율을 산출하고 장

비 피해를 모의하며 인원 피해는 치사율과 무관하게 

고정된 신분별 피해비율에 따라 모의되어 실전적인 

훈련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전 워게임모델인 청해

모델에 취약성 기반의 함정 피해평가 방법론을 새롭

게 정립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형 합동무기효과교범

(ROK-JMEM)에서 구축된 위협무기체계에 따른 

함정유형별 병력, 장비, 물자의 취약면적 기반 취약

률 자료를 모델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모의결과 신뢰

성을 확보하였으며 둘째, 함정이 피격되면 폭발압력

에 따른 파편 또는 자탄에 의한 Spray Zone에 대

한 파편 또는 자탄의 밀도에 의해 함정피해가 발생

하므로 위협무기체계의 탄두중량과 함정의 병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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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물자의 취약률을 기반으로 포아송분포를 이용한 

피해율 및 치사율을 산출하여 치사정도를 정량적으

로 계산하였고 마지막으로 함정 피해수준 산정방법

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병력, 장

비, 물자의 보유수준에 따른 전투력수준 평가를 통

해 임무수행과 작전지속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 취약성 기반 해상전 워게임모델의 

함정 피해평가 현황

2.1 함정 취약성 평가이론

함정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 [Figure 1]과 같이 

위협무기체계의 특성과 명중률에 따른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6]

[Figure 1] Pk(Probability of Kill) assessment[6]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 치사율(Pk)은 위협무기

체계의 명중률(Ph)과 명중되었을 때 조건부확률인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 피해율(Pk/h)의 곱으로 수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                  (1)

  Pkj : 치사율(j = 병력, 장비, 물자)

  Phi : 명중률(i = 함포, 유도탄 등 무기체계)

  Pkj/hi : 피격에 따른 병력, 장비, 물자의 피해율

함정의 치사정도(Kill level)는 <Table 1>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18]

Kill level Kill definition

System 
Kill

Damage to one or more components 
results in loss of a system.

Mission 
area kill

Particular ship mission area is lost.

Mobility 
kill

Immobilization or loss of controllability 
occurs.

Total ship 
kill

Ship is lost entirely because sinking 
occurs or fire(or other phenomenon) 
forces abandonment.

<Table 1> Levels of a warship kill

2.2 함정 무기체계 효과 취약성 평가

표준화된 취약성 평가방법에 입각하여 [Figure 

2]와 같이 1단계(무기체계 정보 수집 및 생산), 2

단계(표적형상모델 개발), 3단계(취약성 데이터 개

발), 4단계(효과지수/피해면적 생성), 5단계(피해계

산 및 추정)로 함정 피해효과를 분석하고 있

다.[6],[7],[16]

[Figure 2] JMEM Development Process[6]

1단계는 함정 외형 및 내부의 시스템과 구성품들

의 형상정보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단계이며 실물표

적에 대한 좌표 측정치나 CAD 파일로 정리된다.

2단계는 대상 표적의 체계, 부체계, 컴포넌트 상

호간의 공간배치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관계를 표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모델을 위한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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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로는 미 육군 탄도연구실험실(BRL)에서 개발

한 BRL-CAD 등이 있다.

3단계는 취약성 해석용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력 자료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대

표적인 해석용 프로그램들은 COVART, AJEM 등

을 들 수 있으며 사선(Shot Line) 정보, 핵심 또는 

비핵심 구성품, 부품별 Pk/h 함수, 부품 재질 및 두

께, 공격방향 등이 포함된다. 취약성 해석에 필요한 

3가지 핵심 자료는 표적형상모델, 표적 기능 및 임

무분석 정보, 핵심 구성품 취약성 자료 등이 포함된

다. 핵심 구성품 취약성 자료는 주로 시험자료, 공학

급 모델의 해석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으며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4단계는 취약성 분석 프로그램 해석 결과를 이용

하여 취약면적을 산출하는 단계로 다양한 파편과 폭

발에 대한 살상면적을 산출하는 GFSM과 표적에 대

한 직사화기 효과 분석을 통해 살상률을 산출하는 

PVTM 등이 이용된다. 

5단계는 4단계의 결과와 무기특성자료(파편자료, 

폭발고도, 최종속도, 입사각), 명중에 의한 피해도, 

무기 신뢰도 등을 이용하여 취약률을 산출하는 단계

이다. 

미국의 합동무기효과교범(JMEM)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합동무기효과교범(ROK-JMEM) 취약성 평

가절차를 적용하면 위협무기체계별 함정 취약성 평

가자료를 [Figure 3]과 같이 함정의 병력, 기동장

비, 화력장비, 통신전자장비, 선체장비, 저장구역의 

취약률을 생산해낼 수 있으며 취약률은 함정이 위협

무기체계에 피격되었을 때 병력, 기동장비, 화력장

비, 통신전자장비, 선체장비, 저장구역의 취약면적

(Vulnerable Area) 대 노출면적(Presented 

Area)의 비(Ratio)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형 합동무기효과교범(ROK-JMEM) 취약성 

평가 절차의 결과인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의 취약

성 자료 기반으로 피해율 및 치사율을 산출하여 병

력, 장비, 물자의 치사정도를 모의함으로써 해상전 

워게임모델에서 신뢰성있는 함정 피해평가 모의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Figure 3] The results of warship’s vulneraility 

assessment

2.3 취약성 기반 해상전 워게임모델의 함정 피해

평가 적용 현황

해상전 워게임모델인 청해모델은 함정유형(type)

별로 4~32개의 구역(cell)으로 분할하고 구역마다 

탐지, 무장, 기동, 통신, 지휘통제, 전기분야의 주요

장비가 배치되어있으며 구역 내 장비가 손실되면 그 

장비와 관련된 주요장비들의 기능과 성능을 제한하

게 된다. 함정이 위협무기체계에 피격되면 [Figure 

4]와 같이 위협무기체계별 표적에 대한 탄약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고정된 손실비율이 적용되어 신분별 

손실비율에 따라 병력손실을 모의하고 위협무기체

계의 탄두중량과 피격 함정의 배수톤수를 변수로하

는 단순 반비례식에 피해계수를 곱하여 치사율을 산

출한 후 치사율의 정도에 따라 장비손실을 모의하고 

있으며 함정에 저장 중인 유류, 탄약과 같은 물자에 

대한 손실은 모의되지 않는다.[17]

[Figure 4] Battle Damage Assessment 

Process(Cheong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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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투함, 일반함정 등의 함정 유형별 취약

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계수를 사용하여 함

정의 크기에 따라 구역 면적이 일정하지 않고 편차

가 심하여 명중된 탄의 효과가 요망하는 수준까지 

달성되지 않아 선임통제관이 훈련 진행간 함정의 병

력, 장비, 물자 손실의 결과를 조정하고 있으며 함정

의 병력, 장비, 물자의 보유수준과 무관하게 과거 전

투력에서 누적치사율을 차감하는 단순계산으로 전

투력수준을 평가하고 있어 함정의 임무수행불가

(Mission Kill) 수준의 정도를 지휘관 및 참모가 판

단할 수 없어 실전적인 훈련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

고 있다.

3. 해상전 워게임모델의 함정 피해평가 

개선 방법

신뢰성 있는 함정 취약성 자료를 기반으로 병력, 

장비, 물자의 피해평가를 모의하여 전시 지휘관이 

부대의 임무수행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3.1 함정 구역분할 및 취약성 자료 구축

해상전 워게임모델에서 함정이 위협무기체계에 

피격되면 경상, 중상, 사망, 실종과 같은 병력피해, 

기동력상실, 화력상실, 통신전자상실, 복원력상실과 

같은 장비피해, 물자손실과 같은 물자피해가 모의된

다. 신뢰성있는 자료구축을 위해 한국형 합동무기효

과교범(ROK-JMEM) 취약성 자료인 병력, 장비, 

물자의 취약률을 해상전 워게임모델의 입력자료로 

구축하고 전투배치된 병력, 장착된 장비, 저장구역

을 배치하기 위해 함수, 중간, 함미 3개구역으로 분

할하여 각 구역별로 병력, 장비, 물자 자료를 구축한

다. 또한 위협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명중구역이 

상이하므로 함수, 중간, 함미로 구분하여 위협무기

체계의 특성 자료를 구축하고 함정 피격에 따른 장

비간 영향을 모의하기 위해 장비별 치사트리(Kill 

Tree) 자료를 구축한다.

 3.2 위협무기체계 명중 및 명중구역 판단

위협무기체계의 명중률은 함정의 크기, 기동성, 

사거리 등과 위협무기체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파

편범위, 함정 위치오차, 조준오차 등에 의해 결정된

다. 위협무기체계의 명중여부와 함정의 명중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적용

한다. 위협무기체계가 함정을 명중시켰는지 판단하

기 위해 0과 1 사이의 균일분포 난수를 추출한 후 

위협무기체계의 명중률과 비교하여 명중률보다 작

으면 명중, 크면 명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함

정이 피격되면 위협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함수, 

중간, 함미의 피격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균일분포 

난수를 추출하여 명중구역의 구간(P1∼P3)과 비교

하여 명중구역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유도탄의 피

격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구역별 명중률이 함수는 

0~0.3, 중간은 0.3~0.7, 함미는 0.7~1.0으로 구축

되어 있는 경우 난수가 0.4가 추출되면 중간구역에 

명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3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 피해율 계산

대함 무기체계는 폭발탄에 의한 폭발압력과 그에 

따른 고속 파편 또는 자탄으로 함정에 피해를 준다. 

함정의 다발피격에 대한 취약성 분석방법으로 위협

무기체계의 파편의 피격수가 정수인 경우에는 이항

분포 (Binomial Distribution)를 사용하고 파편의 

Spray Zone에 대한 파편 밀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포아송분포(Poission Distribution)를 사용한

다.[5] 폭발형태에 따라 피해형태가 다르지만 포탄 

또는 탄두가 함정에서 폭발하거나 공중폭발했을 때 

그 파편이 함정에 퍼지면서 면적을 그리게 되고 병

력, 장비, 물자는 취약면적에 따라 피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정에 전달된 탄약량(Wh)

과 함정 취약성 자료인 병력, 장비, 물자의 취약률

(L/A)의 곱을 기댓값으로 하는 포아송분포를 적용

하여 수식 (2)와 같이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 피해

율(Pk/h)을 산출하며 이때 탄약량 1Wh는 100파운

드(pound)의 TNT 양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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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Pkj/hi : 위협무기체계가 명중되었을 때 피해율

  Whi : 교전시간 동안 함정에 전달된 탄약량

       ( i = 함포, 유도탄 등 위협무기체계) 

  Lj : 함정의 취약면적(j = 병력, 장비, 물자)

  Aj : 함정의 노출면적(j = 병력, 장비, 물자)

3.4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 치사정도 판단

수식 (1)에 따라 위협무기체계의 명중률과 함정

의 병력, 장비, 물자의 피해율을 기반으로 치사율을 

산출하고 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균일분포 난수

를 추출한 후 병력, 장비, 물자의 치사율과 비교하여 

치사율보다 작으면 치사되고, 크면 피격되고 피해는 

입었으나 치사되지 않는다. 만약 병력, 장비, 물자가 

치사되면 <Table 2>와 같이 치사정도의 구간(D1

∼D4)과 균일분포 난수를 추출하여 인원은 경상, 

중상, 사망, 실종자로, 장비와 물자는 소파, 중파, 대

파, 완파로 구분하여 치사정도를 결정하여 임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기동장비, 통신전자장

비, 화력장비, 선체장비간 치사트리(Kill Tree)를 

통해 장비간 영향을 모의할 수 있다.

구 분
소파

(경상)
중파

(중상)
대파

(사망)
완파

(실종)

피해
정도

D1 미만 D1 - D2 D2 - D3 D3 초과

임무
수행

가 능 불 가 불 가 불 가

<Table 2> Criteria of levels of Damage

4. 함정 피해평가 시뮬레이션 및 결과

4.1 모델

모델은 함정 피해평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Figure 5]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단계, 시나리

오 작성단계, 모의단계, 결과분석단계로 수행된다.

4.1.1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DB, 시나리오자료, 결과자료를 관리할 수 있

도록 MS-SQL DBMS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위해 위협 무기체계는 함포, 유도탄, 

어뢰, 그리고 표적함정은 천안함급 초계함에 대해 

DB구축을 하였다.

[Figure 5] Configuration of Model

4.1.2 사용자인터페이스(UI) 구현

기본관리, 시나리오 관리, 모의 관리, 결과 관리 

UI를 설계 및 구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입력과 출력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언

어 C#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기본관리는 공통코드, 제원, 편성, 파라미터를 입

력할 수 있으며 공통코드는 본 모델의 근간이 되는 

위협무기체계, 함정, 병력신분, 자산, 명중구역, 피

해구분을 [Figure 6]과 같이 코드로 관리하여 코드

를 추가하면 모델에서 모의 가능토록 하였다.

[Figure 6] Common code fo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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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은 위협무기체계, 함정, 장비, 물자의 특성치

를 입력하는 메뉴이며, 편성은 입력된 제원들을 함

정에 병력, 장비, 물자를 탑재시키는 메뉴이고 파라

미터는 위협무기체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메뉴

로 무기체계의 특성에 맞는 명중구역 구간 설정과 

위협무기체계와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 취약률 입

력, 그리고 병력, 장비, 물자의 치사정도 구간을 설

정하고 장비의 치사트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이

다. 모델의 병력, 장비, 물자 편성창은 [Figure 7]

과 같으며 제원 및 파리미터의 일부 입력창은 

[Figure 8]과 같다.

[Figure 7] Warship’s component organization

[Figure 8] Input windows image

시나리오 관리는 위협무기체계와 표적이 되는 함

정을 선택하여 작성한 다수의 시나리오를 관리할 수 

있으며 운용자가 운용목적에 맞도록 개별 시나리오

별로 DB입력값을 수정할 수 있으며 모의관리는 모

의반복횟수 입력과 모의시작/정지, 로그를 저장할 

수 있으며 결과관리는 통계적 처리를 위해서 위협무

기체계별로 병력, 장비, 물자의 피해정보를 

CSV(Comma Separated Value)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4.1.3 모의 프로세스

위협무기체계와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 기본자

료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의횟수만큼 

[Figure 9]와 같이 모의를 수행하면 평균 임무수행 

가능한 병력, 장비, 물자에 대한 출력값을 가지고 전

시 전장에서 함정의 임무수행능력과 작전지속능력

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Figure 9] Simulation Process

4.2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급 초계함을 대상으로 함포, 

대함유도탄, 중어뢰에 피격 시 전투력수준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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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계함이 부여된 임무를 전반적으로 얼마나 수행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4.2.1 입력자료 및 모의

모델을 운용하기 위해서 위협무기체계, 함정 선정 

및 제원과 파라미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협

무기체계는 제2연평해전에서 사용되었던 85mm 함

포, 제3차 중동전에서 사용되었던 STYX 대함유도

탄, 천안함을 폭침시킨 CHT-020D 중어뢰를 선정

하였으며 대표적인 입력자료는 <Table 3>과 같

다.[19],[20]

구 분
탄두중량

(lbs)
명중률 발사탄수

85mm 함포 1.7 0.5 10

 STYX 유도탄 650 0.8 1

CHT-020 어뢰 881 0.7 1

<Table 3> Threat Weapon System Data

함정은 천안함급 초계함을 선정하였으며 병력, 장

비, 물자 입력자료는 [Figure 10]과 같다.[19] 함

포, 유도탄, 어뢰에 대한 천안함급 초계함의 병력, 

장비, 물자의 취약성자료인 취약률은 민감한 데이터

이므로 실제 취약률을 적용하지 않고 위협무기체계

의 특성에 따른 유사한 값을 입력하였으며 병력, 장

비, 물자의 치사정도는 구간은 0.25로 균등하게 입

력하였다.

[Figure 10] identification of Critical components

기동장비, 통신전자장비, 화력장비, 선체장비간의 

치사트리는 [Figure 11]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선체

가 복원력을 유지해야만 함정이 생존할 수 있고 함

정에 장착된 장비들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발

전기의 치사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선체

와 발전기의 치사정도가 경미하다면 기동장비, 통신

전자장비, 화력장비의 일부 장비가 운용불가하여 임

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Figure 11] Kill Tree Diagram

4.2.2 결과 분석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 치사율에 대한 수렴정도

를 고려하여 500회 모의하였다. 위협무기체계별 천

안함급 초계함의 병력 피해를 경상(WIA-M), 중상

(WIA-S), 사망(KIA), 실종(MIA)으로 구분하여 

평균 피해인원수(Ave(μ))와 평균 피해인원수의 표

준편차(Std(σ))를 얻을 수 있었다. 중상 이상의 피

해를 입은 병력은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위

협무기체계별 병력 치사율(K.rate)과 보유율

(P.rate)은 <Table 4>와 같다.

Weapon Damage Ave(μ) Std(σ) K.rate P.rate

Naval
artillery

WIA-M 2.3 1.3 

0.06
0.94

WIA-S 2.3 1.2 

KIA 2.4 1.3 

MIA 2.1 1.1 

Total 7.8 3.2 -

Missile

WIA-M 7.3 2.6 

0.21
0.79

WIA-S 10.4 3.8 

KIA 10.2 3.8 

MIA 8.4 3.2 

Total 36.3 8.7 -

Torpedo

WIA-M 6.4 2.5 

0.24
0.76

WIA-S 8.0 3.5 

KIA 11.6 5.4 

MIA 11.4 5.5 

Total 37.3 12.5 -

<Table 4> Results of crew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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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피해현황은 [Figure 12], [Figure 13], 

[Figure 14]와 같이 위협무기체계별 장비에 대한 

치사율과 가동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장비는 

치사율을 기반으로 치사트리에 따라 장비의 정상가

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Figure 12] Status of damaged equipment by naval 

artillery

[Figure 13] Status of damaged equipment by missile

[Figure 14] Status of damaged equipment by torpedo

치사트리에서 함정의 선체는 복원력의 핵심이며 

유도탄과 어뢰에 피격되면 선체 치사정도가 0.80이

상이어서 복원력을 유지할 수 없어 장비와 물자들은 

모두 손실된다. 그러나 함포 10발 내외로 적에게 피

격되면 선체의 치사정도가 0.13으로 복원력 유지가 

가능하며 발전기의 치사율이 0.19로 기동장비, 통

신전자장비, 화력장비의 운용이 가능하고 함정의 임

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물자 손실현황은 위협무기체계별 물자에 대한 치

사율(K.rate)과 보유율(S.rate)를 <Table 5>와 같

이 얻을 수 있었다. 

종합적 검토결과 대함유도탄과 어뢰에 피격되면 

복원력 유지 불가로 병력, 장비, 물자는 모두 손실되

어 전투력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러나 

함포 10발 내외 적에게 피격되면 복원력이 유지되

어 병력, 장비, 물자의 손실에 따른 분야별 보유율을 

기반으로 전투력수준 평가가 가능하다.

Weapon Storage K.rate S.rate

Naval
artillery

Munition 0.14 0.86

Fuel tank 0.10 0.90

Missile
Munition 0.42 0.58

Fuel tank 0.35 0.65

Torpedo
Munition 0.31 0.69

Fuel tank 0.22 0.78

<Table 5> Results of Storage damage

함정의 전투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C-1(임무수

행가능), C-2(임무수행 제한적 가능), C-3(임무

수행 제한), C-4(임무수행 불가)로 구분하여 

<Table 6>과 같이 전투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

다.[21]

Category C-1 C-2 C-3 C-4

Combat 
Level

1.0 ~
0.7

0.7 ~
 0.6

0.6 ~
 0.5

0.5 
미만

<Table 6> Criteria of levels of a comba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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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포 피격에 따른 함정의 전투력수준을 <Table 

7>과 같이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

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22]

구 분 병력 장비 물자 평균 평가

대함작전 0.94 0.89 0.88 0.90 C-1

방공작전 0.94 0.89 0.88 0.90 C-1

대잠작전 0.94 0.88 0.88 0.90 C-1

지휘통제 0.94 0.89 0.88 0.90 C-1

대지작전 0.94 0.87 0.88 0.89 C-1

탐색구조 0.94 0.89 0.88 0.90 C-1

평균 전투력 0.94 0.88 0.88 0.90 C-1

<Table 7> Evaluation by naval artillery

기존 청해모델의 함정 피해평가는 함정 전체 치

사율을 기반으로 전투력을 계산하고 부상(WIA), 

사망(KIA), 실종(MIA)으로 <Table 8>과 같이 모

의되었다.

Weapon Pk
Crew Damage

CP
WIA KIA MIA

Naval
artillery

0.06 0.95 4.59 3.53 0.94

Missile 2.17 16.64 81.12 62.4 -1.17

Torpedo 2.94 16.64 81.12 62.4 -1.94

<Table 8> Warship’s damage assessment(CheongHae)

함포에 피격되면 병력은 약 9명이 손실되고 기존 

전투력(CP) 1.0에서 치사율(Pk) 0.06을 차감하여 

전투력이 0.94로 평가되었으며 대함유도탄과 어뢰 

피격은 전투력이 0 이하로 함정 침몰, 고정된 비율

로 병력이 손실되고 장비와 물자는 모두 손실되었

다. 함정의 전투력수준 평가를 위해 병력, 장비, 물

자에 대한 보유율에 따라 임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임무수행불가 수준의 정도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정 피격에 

따른 병력, 장비, 물자의 치사정도를 산정하고 각 분

야별 보유수준에 따라 임무수행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정 피해평가 수준 및 산정방법론을 새

롭게 정립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청해모델의 함정 피해평가 

방법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신뢰성있는 함정의 

취약성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치사율을 이용하여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의 치사정도 모의하고 전투

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자료 제공을 통해 지

휘소훈련에서 지휘관 및 참모가 함정의 전투력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대운용을 결심함으로

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상

전 워게임모델에서 모의된 함정의 병력, 장비, 물자 

손실 정보가 전장관리체계로 연동되어 단위함정의 

전투력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편대, 전

대, 함대의 전투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

용 가능하다. 향후 연구과제로 해당 모형을 분석모

델에 적용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위협

무기체계 자료와 그에 따른 함정 취약성 자료가 구

축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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