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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AIM-9(Sidewinder)

AIM-7(Sparrow)

휴대폰에 3G, 4G가 있듯이 전투기도 기술적, 개념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세대를 구분합니다. 현재 우리 공군에

서 운용하는 전투기 가운데 F-4와 F-5는 3세대 전투기에 속하

며, KF-16과 F-15K는 4세대 전투기에 속합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무기는 3세대와 4세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긴 어

렵지만 보통 3세대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아날로그와 디

지털의 혼합, 단�중거리 공격, 정밀유도 등의 특징이 있으며, 4

세대는 장거리 공격(완전한 가시거리 밖 교전), 초정밀유도 등

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격목표에 따라 무기 장착

전투기가 사용하는 무기는 공격목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적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한 ‘공대공(空對空)’ 

무기가 있습니다. 대표적 무기로는 전투기 날개에 장착하는 

AIM-9(Sidewinder), 그리고 AIM-7(Sparrow), AIM-

Question 32

전투기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나요?



공대함!

공대지!

공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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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나요?

AIM-120(AMRAAM)

AGM-65D(Maverick)

GBU-32(JDAM)

120(AMRAAM) 등이 있습니다. ‘공대지(空對地)’ 무기는 탱

크, 건물, 공장 등 지상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뜻

합니다. 최근 공대지 무기의 대다수는 정밀유도무기인데 대부

분의 기종에서 사용가능한 AGM-65(Maverick), 4세대 전투

기에만 장착 가능한 GBU-32(JDAM), AGM-84H(SLAM-

ER)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지 무기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는 ‘공

대함(空對艦)’ 무기입니다. 공대함 무기는 바다에 있는 군함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인데, 함정 공격용 특수 미사일인 AGM-

84G/L(Harpoon)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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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AGM-142(Popeye)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무기

시대에 따라 전투기가 사용하는 무기도 계속해서 진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방식은 ‘열 추적’ 입니

다. 이것은 적의 전투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을 추적해 

공격하는 방식으로 주로 3세대 전투기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에 사용됩니다.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 4세대 전투기도 사용하

는 ‘적외선 영상(IIR; Imaging infrared) 추적’ 방식이 있습

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적 항공기가 섬광탄(Flare)을 발사하

여 목표를 여러 개로 만들어 교란시켜도 적 항공기가 내뿜는 열

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적외선 영상 추적 방식의 무기로는 공대공 미사

일인 AIM-9X와 공대지 미사일인 AGM-65, AGM-142 등

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격 목표를 향해 레이더를 방사하면 목표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받아들여 추적하는 ‘레이더 추

적’ 방식이 있습니다. 3, 4세대 전투기 모두 사용하며, 주로 

중거리 공격용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인 AIM-7, 

AIM-120과 공대지 미사일인 AGM-88, 공대함 미사일인 

AGM-84G/L 등이 있습니다. 레이더 추적 미사일을 회피하

기 위해서는 채프(Chaff)를 사용하지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레이저 유도’가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은 전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목표에 쏜 

후 그 레이저를 따라가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은 주로 4세대 전투기의 공대지 정밀 공격용으로 사용되

전투기가 사용하는 무기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

양한 방식의 무기가 개발

될 것이며, 인명살상을 최

소화하고 군사적 목표만을 

공격하는 더욱 정밀한 무

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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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나요?

AGM-84H(SLAM-ER)

지만, 일부 3세대 전투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유

도 방식의 대표적인 무기는 GBU-10, GBU-12, GBU-24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법 유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GPS 유

도 방식은 GPS 신호를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4세대 전투기인 KF-16과 F-15K에 탑

재되는 무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주로 중�장거리 초정밀 공

대지 공격용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요새 및 벙커 정

밀폭격용 폭탄인 GBU-32(JDAM), 주·야간, 지·해상 정밀유

도 미사일인 AGM-84H(SLAM-ER) 등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유도탄들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2~3가지를 병행하는 ‘복합유도’ 방식

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군사적 목표만 공격하는 무기로 진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투기가 사용하는 무기는 전투

기 종류, 공격 목표, 작동(유도) 방식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습

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작동 방식과 더 복잡한 혼

합방식을 사용한 무기가 개

발될 것입니다. 또한, 인명

살상을 최소화하고 군사적 

목표만을 공격하는 더욱 정

밀한 무기가 만들어질 것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