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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시험선 선진호 개발건조 

 

잠초계정에 한 앞글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1983

년부터 반잠수쌍동선(SWATH)에 한 핵심기술 연구를 시작

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잠초계정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 로 잠초계정의 개발소요 제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시 여러 상황에 의해 잠초계정은 주요항만 

외곽해역의 잠초계 수단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잠

수쌍동선을 실제로 적용하려는 열정에 화답하듯 반잠수쌍동

선으로 해상시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국가순위로는 세계 5번째로 반잠수쌍동

선을 325톤급 해상시험선으로 실용화하면서 겪었던 얘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사진에 해상시험선 선진호의 항해장면

을 제시하였다.

 

해상시험선은 왜 필요한가? 

무기체계는 시제품의 설계 및 제작 등 개발단계가 끝나게 

되면 목표성능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평가(T&E, Test & Evaluation) 단계를 실시하도록 규정되

어있다. 무기체계 개발단계 시험평가는 목표성능의 충족여부

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개발시험평가(DT&E)와 작전운

용성능의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운용시험

평가(OT&E)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연구의 시험

평가는 소재나, 부품 또는 단품에 한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뜻하지만, 무기체계에 한 시

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에서 운용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이다. 따라서 무기체계 성능시험평가를 위한 시험장은 당연히 

규모 및 설비 측면에서 커질 수밖에 없다. 시험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기체계 개발이 종료될 수 없으므로, 미

군의 경우 시험평가능력이 바로 무기체계 개발능력이라는 인

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과 지하, 해상과 수중, 공

중과 우주에 이르기까지 규모 시험장을 곳곳에 운영하고 있

다. 그리고 개발 후 수행할 시험평가를 위한 설비 및 계측 능

력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을 정도로 시험평가 단계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1976년 진해에 자리 잡은 국방과학연구소 해상무기 연구개

발본부는 연구개발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능력 발전과정을 거

쳐 198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해상무기를 개발하게 되었

다. 그러나 정규 해상시험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어

뢰와 같이 수중발사 및 추적이 필요한 고난도의 해상시험평가

의 경우 불가피하게 외국의 해상시험장을 이용하여야 했다. 

실제로 K744 경어뢰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후 1983년 6월 

미 해군 수중병기시험장에서 총 10회의 수중발사시험을 실시

하였다. 당시 개발책임자로서 시험평가를 직접 주관했던 경험

에 의하면, 외국시험장을 이용하게 되면, 선진시험장의 숙련

된 인력과 완비된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시험평가 자체의 

성공률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소요경비가 많이 들고 운송 

및 현지 정비 등 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애써 개발한 국산 무

기체계에 한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상무기 연구개발본부는 해상시험장의 필요성을 일

찍 인식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상시험장 건설을 추진하였

던 것이다. 드디어 1989년 4월 해상시험장 건설사업 TF팀이 

발족하였고, 나는 팀장으로 해상시험장 건설사업계획 수립을 

책임지게 되었다. 

해상시험장이라는 용어는 지상의 사격시험장처럼 민간 출

입이 제한되는 시험장 전용해역을 뜻할 수 있는데, 국토와 해

양이 넓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용해역의 확보운용은 불가

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험장비를 탑재한 시험선 또는 시험

상 함정이 시험해역으로 지정된 특정해역으로 출항하여 해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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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통량이 적은 시간 에 또는 최소한의 해상교통 통제를 하

면서 해상시험을 실시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해상시험장을 건

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에 착수된 해상시험장 1

단계 건설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40억원으로 각종 해상시험

용 장비체계를 확보하고, 해상시험선 및 시험보조선을 건조하

며, 지심도 센서정확도시험소 그리고 해상시험장 본부 및 시

험장비 정비용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1994년 12월, 

1단계 해상시험장 건설사업이 완료되면서, 어뢰를 비롯한 수

중무기, 소나를 비롯한 수중음향장비 등 연구개발한 장비에 

한 해상성능시험과 함정 기본성능시험 및 함정 수중방사소

음시험 등 신규건조 함정에 한 해상성능시험평가 그리고 운

용함정에 한 전투태세준비 검증시험(FORACS)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상시험 전용설비와 치구

를 완벽하게 갖춘 주(主)해상시험선과 보조시험선을 운용함으

로써, 해상시험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군함정을 해상시험선으로 더 이상 

차출하지 않게 되었고, 해군의 전력(戰力)운용에 끼쳐왔던 큰 

부하(負荷)를 덜게 되었던 것이다.  

반잠수쌍동선 채택 및 해상시험선 체계설계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해상시험선을 반잠수쌍동선으로 

건조할 경우 기술적 비는 충분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관

건은 해상시험선으로 반잠수쌍동선이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해상시험선이 수행해야하는 해상시

험 종류 및 시험별 요구특성을 연구개발실별로 수집하여 해상

시험선의 수행임무와 운용개념 그리고 해상시험선에 한 설

계기준을 정립하였다. 해상시험선의 설계기준을 요약하면, 첫

째, 시험선 건조예산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당될 것이므로 

해상시험선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건조비 및 운용비용을 절감

하는 것이었다. 둘째, 해상상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해상시

험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선이 우수한 내파성능을 발휘하는 것

이었다. 셋째, 많은 종류의 해상시험지원 갑판장비와 해상시

험 상장비를 갑판에 설치하기 위해 넓은 면적의 시험갑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해상시험선에 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선박크기의 최소화, 우수한 내파성능 및 넓은 갑

판면적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잠초계정 개념설계를 통해 

확보한 반잠수쌍동선에 한 자료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

족시킬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다만 반잠수쌍동선은 실용화 된지 얼마 안 된 특수선형 선박

으로서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건조할 경우 기술적 실패 위험성

이 높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이 때문에 해상시험선이 반잠수

쌍동선으로 결정되자, 당연히 일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해상시험선 건조사업에 한 국방부 승

인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반잠수쌍동선에 한 핵심

기술 확보 및 잠초계정 개념설계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으므로 기술적 위험도는 극소화된 상태였다. 오

히려 마음속으로는 큰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1985년 일본이 

3,500톤급(GT) 수중탐사지원선 Kaiyo호를 반잠수쌍동선을 적

용하여 건조한 이후, 2002년 미국이 1,400톤급(GT) 해양조사

선 Kilo Moana호를, 2004년 독일이 배수량 3,500톤급 해상

시험선 Planet호를 반잠수쌍동선으로 건조하였는데, 이러한 

세계발전추세를 보더라도 당시 해상시험선으로 반잠수쌍동선

을 채택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해상시험선을 반잠수쌍동선으로 건조하기로 결정되자, 해

상시험선 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국방부의 승

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1월

부터 해상시험선의 체계설계(System Design)를 시작하였다. 

체계설계의 목표는 건조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도출하고, 반잠수쌍동선이 갖고 있는 취약점에 한 사전

비책을 세우는 것이었다. 선형 및 구조 설계 분야는 잠초

계정 개념설계부터 참여한 연구원과 함께 전산설계 수단과 설

계경험을 이미 갖춘 상태였다. 그러나 추진시스템, 항해통신

시스템 및 시험지원시스템 분야는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연

구원을 새로 선발하여 체계설계팀을 구성하였다. 

선형 설계를 위해  해상시험 소요 및 요구조건을 종합하여 

탑재하중(Payload)을 산정하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배수

량을 도출하였다. 이에 맞춰 전산설계 수단 및 성능분석 프로

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반잠수쌍동선의 가장 큰 장점인 

우수한 내파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형을 도출하는데 집중하

였다. 해상상태 4에서 유의(Significant) 횡동요(Roll) 및 종동

요(Pitch) 값이 3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였는데, 건조 후 실

선 계측실험을 통해 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반잠수쌍동선의 얇은 유선형 지주로 인해 발생하는 종동요 불

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체 전후방에 네 개의 제어핀(Fin)

을 설치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운동제어시스템을 시뮬레이

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선체구조 설계 시에는 미국에서 도입

한 SSDP 구조설계 전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특이한 선체구

조 형상으로 인해 구조중량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횡강도 

구조부재를 최적화 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불연속부가 많

은 선체구조로 인해 응력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

부(局部)구조 설계 시 이를 예방하는데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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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설계의 또 다른 핵심은 추진기관의 선정이었다. 반잠

수쌍동선의 최  약점은 선박탑재중량 변화 시 흘수선(吃水
線)의 변화가 매우 심한 것과 이로 인해 유효 탑재중량

(Payload)이 크게 제한 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추진기관 선정 

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소요마력과 중량이었다. 당시 국내

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우선 소요마력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

하였고 외국산 엔진을 상으로 검토하였다. 다행히 독일 

MTU사 디젤엔진 중에 소요마력과 중량을 최적으로 충족시키

면서, 엄청난 수량의 판매량으로 인해 가격까지 저렴한, 한 마

디로 박이 난 엔진을 채택할 수 있었다. 선박 설계자로서는 

매우 큰 행운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될 

줄은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자세한 내막은 다음 항에

서 설명하려고 한다. 추진기관의 선정에 이어 추진동력 전달

체계 설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추진기관은 

수면 위 본체에 놓여있고, 추진기(Propeller)는 잠수체 후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축계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90도로 꺾어져

야 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세계최초 반잠수쌍동선인 

Kaimalino호도 추진동력전달장치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한 사

례가 발표된 바 있어, 1988년 10월 미 해군 출장 중에 하와이 

미 해군수중연구소(NUC)에서 운용중인 Kaimalino호를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결과를 토

로 저속추진, 정숙운전, 연료소모량, 중량 및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직각 동력전달시스템과 가변피치형 추진기를 결합한 

추진시스템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해상시험에서 여러 종류의 시험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선미부 시험갑판은 폭 15M, 길이 14M의 넓은 면적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해상시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상크레인, 윈치, 데빗, A-Frame 등 시험지원 장

비를 배치하였고, 좌현 선미에는 중어뢰 수중발사시스템 설치

용 받침 를 배치하였다. 필요시 시험 상 장비를 수면 하부

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3M x 3M 크기의 개구부(開口部, 

Moon Pool)를 선체구조 설계상 난점에도 불구하고 갑판중앙

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수중예인시험을 위해 연결케이블 관

통용 개구와 Fair Leader를 선미 중앙에 설치하였다. 시험갑

판에 이어진 선내공간에는 측정기기의 점검, 정비 및 계측분

석을 하기 위한 연구실험실을 배치하였고, O-2 갑판 항해조

타실 후부에는 해상시험을 직관하며 해상시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정 한 해상시험 시 

요구되는 해상위치유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장비를 항해장비 시스템에 포함시켰다. 

아래 그림에 시험지원 장비 및 시험 상  장비를 선미부 시험

갑판에 배치한 예를 제시하였다.

험난했던 건조사업 승인획득 및 계약체결

1989년까지 해상시험선의 체계설계를 수행한 후, 이를 토

로 해상시험선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해상시험장 건설사업 

집행계획서에 포함시켜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

부 부서별 검토 및 전력증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1990년 

5월 7일 시험선 건조사업의 집행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수행에 해 불리한 단서가 붙은 집행승인이었다. 시험선

은 무기체계가 아니므로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 기준을 적

용하여 예산을 재편성하고, 건조계약은 일반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며, 추진엔진으로 선정된 독일제 MTU 엔진 모델을 쌍

용 엔진(주)에서 부품을 도입하여 조립한 다른 MTU 엔진 모

델로 교체하라는 것이었다. 일반물자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외국장비 도입 시 관세감면이 까다로워지고, 조선소 감독관 

현장 체제비도 폭 줄게 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내조

립 엔진을 채택하라는 것이었다. 국방부 단서 로 국내산 엔

진 모델로 교체할 경우, 추진마력이 부족하고 중량이 크며, 소

요예산도 최소 4억원 이상 증액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설계내용의 전면 수정이나 예산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었고, 독일제 MTU 엔진 모델은 추진마력, 중량, 가

격 측면에서 요구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었던 것이

다. 이 때문에 엔진 선정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사업책임

자였던 나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 전력증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

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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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때 도와주신 분이 당시 평

가분석관 고(故) 박인승 이사관이셨다. 국산 엔진을 조립하기 

위해 도입하는 부품의 총 구매가격이 독일 MTU 엔진 직구매 

가격보다 비싸며, 추진마력이 부족하여 시험선 목표속력 달성

이 곤란하고, 중량이 과다하여 시험선 유효 탑재중량이 감소

하게 되며, 기어박스를 포함할 경우 가격이 훨씬 높아지게 되

어, 국산품 채택에 따른 장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박 이사관은 듣자마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힘껏 도와주셨다. 

문제의 발단은 쌍용(주) 영업담당 직원이 국내산 엔진 채택 시 

기술적 문제가 없고 예산만 조금 늘리면 된다고, 올바르게 일

을 처리하기로 명성이 높았던 박 이사관의 애국심을 자극한데 

있었다. 그런데 박 이사관은 기꺼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

는데 앞장서는 게 아닌가. 또 한분은 당시 쌍용(주) 김영식 전

무인데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 연구소에 직접 내방하였다. 걱

정했던 것과 정반 로 부하직원의 지나친 애사심이 문제를 만

들었다고 하면서, 원 구매안이 합당하다는 것을 국방부에 진

언(進言)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본인 입장보다는 최적시스

템을 추구하려는 개발자의 간절한 심정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셨다. 해상시험선이 20년 동안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성능이 뛰어난 엔진을 탑재한 덕분이었

다. 바로 이 때문에 두 분에게서 받은 감명을 아직도 간직하

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로부터 해상시험선 건조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해상시험선 건조계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술사양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측면까지 고려하여 작성한 건

조사양서를 토 로 일반 경쟁입찰을 위한 사양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코리아타코마(훗날 한진중공업과 병합)사와 현 중공

업 2개사가 참여하였지만, 코리아타코마사가 재정 문제로 입

찰을 포기함으로써 1, 2차 입찰은 유찰되었고, 결국 현 중공

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책정된 시험선 건

조예산은 현 중공업 특수선부에서 제시한 견적가와 큰 차이

가 있어 협상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없고, 설계내용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애를 태우던 

중, 건조비 측면에서 현 중공업이 양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드디어 1990년 12월 1일, 특수선부와 해상시험선 건조

계약을 맺고 기본설계 및 건조공작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인

데, 당시 특수선부 본부장 고(故) 김진구 상무와 설계요원 김

정환 차장(현 중공업 사장 역임) 등이 반잠수쌍동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국내 최초의 반잠수쌍동선은 반드시 현

중공업에서 건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결정권자를 설득

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훗날 군사보안상 상세히 밝힐 

수 없는 3,000톤급 반잠수쌍동선을 현 중공업에서 건조하였

는데, 그들의 혜안(慧眼)이 입증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해상시험선 기본설계 및 건조공작 

현 중공업과 건조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몇몇 신입 연구

원들이 합류하면서, 체계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요원들과 함께 

설계 및 건조 감독 업무를 조선소에 상주하면서 수행할 현장 

감독관 체제를 구성하였다. 나는 해상시험장 건설사업 책임자

로서 시험장비 확보 및 지심도시험소 건설 업무를 동시에 주

관해야 했으므로 조선소 현장에 상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례 주간공정회의에 중점을 두고 수석감독관 직무를 수행하

였다. 선주 감독관과 조선소가 함께 진행하는 주간공정회의가 

시험선의 설계 및 건조공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장(場)이었기 때문이었다. 나

는 감독관과 조선소 요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해상시험선 설계 및 건조공작 업무를 진행하여야 최고수준의 

시험선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독관들이 조선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고 일

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썼다. 물론 감독관들도 이에 적극 부응

하여 주었다. 다행히 특수선부 요원들도 김진구 상무의 주도

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 주었다. 이로 인해 주

간공정회의는 하나라도 더 얻거나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려

고 신경전을 펼치는 관행에서 벗어나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는 

생산적 회의가 되었다. 물론 나와 김진구 상무와의 오랜 개인

적 인연이 조금은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엔지니어들의 본질적인 열망이 

주 원천이었다고 생각한다. 

기본설계 단계는 연구소에서 미리 수행한 체계설계 결과를 

최 한 활용함으로써 기술적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설계된 선형의 추진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현 중공업 

부설연구소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을 다시 수행하였다. 기본

설계결과를 토 로 장납기 관급 및 사급 장비의 발주가 이어

졌고, 연이어 상세설계와 건조공작 단계가 진행되었다. 형 

잠수체 두 개와 얇은 유선형의 지주(支柱)를 가진 특이한 선체

구조 형상 및 알루미늄 합금재를 선체재료로 적용함으로써 야

기된 용접기술상 요구특성 등으로 인해 건조공작과정에서 기

술적 어려움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현 중공업 특수선부가 수

많은 함정의 건조공작을 통해 축적한 건조공작 및 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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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최 한 발휘함으로써 건조공작 공정이 효율적으로 진

행되었다. 아래 사진에 특수선부 전용 건조도크에서 블록

(Block)공법을 적용하여 건조공작 중인 잠수체, 지주 및 갑판 

등 선체 일부를 제시하였다.

나는 존경심이 우러나는 훌륭한 상관을 많이 모셔왔고, 이

에 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왔다. 그런데 함께 일했던 동

료 연구원 복(福)도 많다는 것을 해상시험선 개발건조과정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다. 해상시험선 감독관들은 예산편성 시 

일반물자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체재비가 폭 삭감된 상태에

서 울산 현장에 체류하여야 했다. 우선 감독관의 숙소가 문제

가 되었으나, 한 연구원의 아이디어에 따라 새 아파트를 월세

로 구해 10여명의 인원이 합숙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합숙

에 따른 불편함과 낮은 체재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지만 

감독관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모두 하나같이 해상시험선

의 성공적인 건조에 초점을 맞춰 서로 격려하고 기꺼이 인내

하면서 2년여를 함께 지냈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수석감독관 역할을 행해준 박병욱 연구원의 중

후(重厚)하면서도 세 한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박찬욱, 허보현 연구원은 선형 및 제어, 안진우, 조윤식 연구

원은 선체구조, 박석두, 함연재 연구원은 추진시스템, 독고욱 

연구원은 선박의장(艤裝), 오진석, 이성호 연구원은 항해통신

장비, 홍세영 연구원은 체계종합 등 각기 전문분야 업무를 말 

그 로 최상의 수준으로 수행하였다. 그런데 선박은 체계종합

을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에 따라 시스템 성능이 결정되는 

복합시스템이 아닌가. 이에 따라 감독관들은 전문분야 간 상

이한 의견이 발생하게 되면 열린 토론을 통해 공감

(Consensus)를 만들어내고 필요시에는 기꺼이 양보하며 합리

적인 안을 도출해냈던 것이다. 이렇게 선진호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내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료애는 삼십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정례모임을 통해 빛을 발하고 있다.

   잊을 수 없는 선진호 명명식 

선박을 새로 건조하게 되면 거쳐야 하는 중요한 의례(儀禮)

가 진수식과 명명식이다. 현재 부분의 경우 선박이 선 (船
臺)가 아닌 드라이 도크(Dry Dock)에서 건조되므로 과거처럼 

진수식과 명명식을 겸하지 않고 잔여 공사가 남은 진수식은 

간략하게 하고, 선박 인도를 앞둔 명명식은 성 하게 치루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그러나 선진호의 경우 드라이 

도크에서 건조공사를 끝낸 후, 특이한 쌍동형 잠수체 형상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리프트 도크(Lift Dock) 위에 거치

한 상태에서 진수식을 주(主) 행사로 거행할 예정이었다. 그러

나 당시 통령 선거일(12월18일)을 눈앞에 두었고, 공교롭게

도 정주영 현 그룹 회장이 선거에 출마한 상태여서, 국방부 

귀빈을 모시고 큰 행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

기되어 계획된 진수식 행사는 취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12월 10일 선진호를 개발건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땀 흘렸던 감독관과 특수선부 기술진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

수식 행사를 가졌다. 해상시험선 건조업무를 수행한 요원들이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 진수식 기념사진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이후 정박 시운전 및 해상 시운전 단계를 시행하면서 기술

적 보완사항들을 해결하였고, 1993년 4월 12일 드디어 명명식

을 거행하게 되었다. 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연구소가 공공

기관이다 보니 주위 여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주빈을 연구소 소장이 아닌 제1 부소장 김영수박사

로 정하였고 국방부 내빈도 해상시험장 건설사업을 지원한 실

무책임자급으로 제한하여 행사계획이 추진되었다. 명명식 행

사를 위해 선진호는 초 형 유조선들이 의장공사를 하기 위해 

계류하는 형 부두 입구 한편에 정박하였고, 그 앞에 식장이 

마련되었다. 맑은 날씨에 국방부, 연구소 및 학계 내빈을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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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명식이 거행되었는데, 주빈 부인께서 도끼로 연결선을 

자르면서 해상시험선 선진호는 공식적으로 탄생되었다. 이후 

순서는 내빈들에게 선진호에 승선하여 선내를 보여드리는 것

인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선진호가 정

박했던 “ㅁ”자형 구조로 된 형 부두는 바다로 통하는 입구

가 외해(外海)와 맞닿아 있어, 외해 해상상태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어 있었다. 전날에도 해상상태가 좋지 않아 정박 중인 

선진호가 많이 흔들렸는데, 명명식을 거행하는 동안에도 묶어

놓은 홋줄이 전혀 힘을 못쓸 정도로 선진호는 심하게 흔들리

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멈출 기세가 아니었다. 선진

호에 올라갈 수조차 없었고, 결국 선내 시찰을 포기하고 만찬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선진호 반 편 부두 암

벽에 줄지어 정박 중인 유조선들은 비록 몇 십만 톤급 초 형 

선박이긴 하지만 같은 시각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80년  초부터 반잠수쌍동선의 우수한 내파성능을 한껏 말

하고 다녔고, 그런 나를 믿고 잠초계정 연구개발과제 및 반

잠수쌍동선을 적용한 해상시험선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도와

주셨던 국방부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연구소 안팎의 내빈들은 

겉으로 내색은 안했지만 속으로 걱정이 되셨는지 만찬장에서

도 선진호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셨다.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마땅했던 날, 당시 내가 처했던 상황에 해 무슨 말이 더 필

요하겠는가. 그런데 그날이 지나자 선진호는 정말 아무 일 없

었다는 듯이 아주 얌전해졌고, 다음 날 진해항으로 가는 항해

에서는 뛰어난 내파성능을 맘껏 뽐내는 것이 아닌가. 도 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결국 해상시험 해역의 

파도특성 조사결과를 토 로 선체의 파중 운동이 공진을 피하

도록 선진호 선형을 설계했던 박찬욱 연구원이 관련 연구논문

을 토 로 원인을 밝혀냈다. 외해와 연결된 부두 입구를 통해 

유입된 큰 너울성 파도가 반 편 부두에 부딪쳐 반사되었고, 

반사된 파도의 주기가 공교롭게도 선진호의 파중(波中) 운동

주기와 같아지는 바람에 선진호 선체가 공진(共振)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명명식을 하는 시각에 너울성 

파도가 들어왔을까. 이에 해 미신(迷信)에 가까운 나만의 비

스런 사연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냥 우연의 산물(産物)

로 믿고 있다.

선진호 실제 운용 및 성과 

해상시험선 선진호는 취역하자마자 해상시험에 곧장 투입

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 퇴역할 때까지 20년간 수많은 해

상시험을 수행하면서, 함정 및 해상무기 개발에 결정적인 기

여를 하였다. 선진호는 반잠수쌍동선이라는 특수선형을 적용

한 신규 개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단계에서 큰 고

장이나 하자를 일으키지 않고 정기정비(Regular Overhaul)만

으로 장기간 운용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왜냐하면 

신규개발 1호 선박은 거의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

들이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선진호가 이처럼 

우수한 운용성능을 발휘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

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잠수쌍동선의 취약

점을 분야별로 파악하고 비책을 미리 확실하게 적용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운동제어시스템의 완벽한 기능

발휘에 힘입어 종동요 불안정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

며, 치 한 선체구조 설계 덕분에 20년에 걸친 장기간 운용 

중에도 응력집중 현상을 비롯한 구조강도상의 문제가 선체구

조에 발생하지 않았다. 우수한 내구성(Ruggedness)을 가진 

주 추진기관은 정기정비 기간 외에는 고장으로 운용을 멈춘 

적이 없었으며, 직각형 추진동력전달체계도 운용기간 중 기술

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뛰어난 운용성

(Operability)을 발판으로 선진호는 20년 동안 지구 6바퀴에 

해당하는 약 240,000km를 총 2,770여일 항해하며 각종 해상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진호가 수행한 해상시험은 백상어, 청상어, 흑상어 어뢰

와 흑룡, 백룡 선배열 예인소나 등 국내개발 수중무기에 한 

해상성능시험, 신조함 및 정기정비함 등 해군 함정에 한 함

정음향측정시험, 해군특수작전 지원을 위한 수중 정 탐색 등 

매우 다양하다. 우선 선진호의 백상어 수중발사시험을 살펴보

면, 당시 한국해군이 209급 잠수함을 확보한지 얼마 안 된 상

황이어서, 실제 잠수함에서 국내개발 어뢰의 발사시험을 원하

는 횟수만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

형 첨단어뢰 이야기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어뢰 수중발사장

치를 선진호 시험갑판 후부에 탑재함으로써, 중어뢰 개발 시

제품에 한 해상시험을 어뢰 개발팀이 원할 때마다 총 30 여

회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어뢰 개발을 기간 내에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선진호는 국내 최초의 선배열예인소나

(TASS) 개발을 성공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선배열 예인소나는 길이가 200여M에 달하는 긴 띠 모양을 가

진 구축함용 수동소나로서, 해상으로 전개시키거나 감아올리

기 위해 큰 중량을 가진 형 윈치시스템의 운용이 요구되었

다. 선진호의 넓은 시험갑판은 형 윈치시스템의 설치와 운

용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포항 앞 심해

에서 총 25회에 걸쳐 약 128일간 해상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어뢰기만용 음향 항체계, 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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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수중음탐체계, 항만감시체계 등 수중음탐(音探)장비의 

개발과 수중음탐환경 연구를 위한 해상시험을 수십 회 수행하

였다. 아래 사진에 선진호가 진해항 인근에서 어뢰기만용 음

향 항체계 시제품을 발사하는 장면을 제시하였다.

선진호는 함정음향측정시험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함정기

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함정음향측정시험은 함정이 신

조되거나 정기정비를 마쳤을 때 함정이 수중으로 방사(放射)

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확보한 수중음향자료는 자

국 함정과 상 국 함정을 수중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자

료로서 최상급 군사비 로 관리하게 된다. 함정이 내는 수중

방사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험선은 자체소음을 내지 않

기 위해 표류상태로 있으면서, 시험전력 발전용 발전기를 가

동하는데, 선진호의 경우 높은 상갑판에 발전기를 설치하였고 

방음장치를 이용해 음향전파(傳播)를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정 한 소음측정이 가능하였다. 또한 우수한 내파성능을 바탕

으로 표류상태에서도 상함정의 수중음향을 정 하게 측정

할 수 있었으며, 높은 파도에서도 음향측정용 케이블을 안전

하게 부설하고 회수함으로써, 해상시험의 안전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었다. 함정음향측정시험은 한국해군 함정의 수중음

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상시험인

데, 선진호의 운용기간 동안 수중방사소음을 측정한 해군함정 

척수는 총 218척에 달할 정도이다. 이를 통해 배양된 함정음

향 측정시험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특히 잠수함에 한 수

중음향측정 기술수준은 외국 전문가들도 인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 항해 및 해상 위치유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

진호는 수중 정 탐색 및 위치 확인을 통해, 침몰된 북한간첩

선 인양을 위한 해군작전을 성공시키는데 수차례 기여하였다.

해상시험선 선진호 개발건조를 통해 얻은 또 다른 성과는 

반잠수쌍동선에 한 독자적인 설계 및 건조공작 기술능력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전산설계 수단의 확보 및 실제 적용을 

통해 설계기술을 확보하였고,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적 경

험과 자료들을 전문분야별 연구개발보고서로 발간하여 기술

자료(Technical Documents)로 보존하였으며, 학회지에 학술 

및 기술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반잠수쌍동선 관련기술을 확산

시켰다. 그리고 연구소의 민간기업 기술이전(移轉)정책에 의

거하여 반잠수쌍동선 핵심기술 및 기술자료를 현 중공업에 

이전함으로써, 훗날 자체기술력으로 형 반잠수쌍동선을 개

발건조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선진호, 해전기념관 상징물이 되다

선진호는 1993년 4월 취역하여 20년 동안 수많은 해상시험

을 수행하면서, 함정 및 해상무기 연구개발에 결정적인 기여

를 하여왔다. 그러나 법정 운용기간을 채웠고, 알미늄 선체에 

천공(穿孔)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승

조원 부족 등으로 인해 2012년 6월에 취역한 1000톤급 신규 

시험선 청해호와의 병행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선진

호는 퇴역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매각, 

해체, 폐기 및 증여가 가능한 선진호 불용자산처분(안)이 연구

소로부터 승인되었다. 선진호는 세계 5번째 국가로 독자개발

에 성공한 반잠수쌍동선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특수선박으

로 판단하여, 국립 해양박물관을 비롯한 5개 국공립 해양박물

관, 진해 해양공원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해양공원에 증

여할 뜻을 밝히고 활용의사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여러 이유

로 인해 “소요 없음”을 통보받았다. 그리하여 매각이나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선진호의 보존을 간절히 기원했던 나는 2013년 6월경 해상

무기 연구개발본부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거제시

가 선진호를 칠천량 해전기념관에 설치하여 교육 및 체험학습

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거제시는 지심

도시험소 이전 건으로 연구개발본부와 협의 중이었는데, 거제

시장이 정박 중인 선진호를 직접 살펴본 후 활용가치를 인식

하고 적극 추진하였던 것이다. 2013년 7월 선진호의 인도가 

요청되어, 10월 29일 해전기념관이 위치한 옥계항에서 공식적

인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다. 2014년 7월 거제시는 해전기념관 

입구 쪽 해상에 신규 물량장(物量場)을 건설하고, 해상크레인

을 동원하여 300톤이 넘는 선진호 전체를 안전하게 거치(据
置)하였다. 선내 전시공간 및 관람용 안전설비를 아직 완비하

지 못하였지만 특이한 선체형상만으로도, 임진왜란 당시 칠천

량 해전에서 겪은 치욕적인 패배를 앞으로는 절  당하지 말

자는 뜻에서 설립된 해전기념관의 취지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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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 사진에 해전기념관 길목에

서 의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선진호를 제시하였다. 선진

호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애썼던 당시 권문호 거제시장 

그리고 정문섭 연구개발본부장, 김두기 및 이필호 해상시험장

장에게 지금도 깊은 감사함을 갖고 있다.

김진구님을 기리며

선진호 개발건조 당시 현 중 특수선부 본부장이었던 고

(故) 김진구님을 이번 글에서 소개하려는 이유는 개인적인 인

연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든 최첨단 함정으로 우리 바다

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까지 김진구님과 같이 방산조

선소에서 온힘을 다했던 함정 분야 엔지니어들의 숨은 공로를 

조명하고 싶기 때문이다. 

김진구님은 조선공학을 전공하던 학 2학년을 마치고 해

군에 자원입 하였다. 선박의 실체를 체험한 후 전공공부에 

열중하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한 해군 

구축호위함(DE) 기관실에서 3년 동안 해외 원양항해를 두 번

이나 다녀오며 말 그 로 충실하게 복무하였다. 그러니 현기

증이 날 정도로 복잡한 함정 내부시스템은 마치 상세도면처럼 

님의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학 졸업 후 1971년 

8월 현 중공업 창설과 동시에 입사한 님은 급선무였던 형

유조선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세계일류를 자랑하던 일

본조선소에서 장기간 기술연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현 중공업 특수선부가 1975년 10월 국내 최초 1,800톤급 정

규 수상전투함 울산함을 개발하게 되면서, 설계담당 요원으로 

발탁되었던 것이다. 당시 요원들 모두 함정시스템에 한 이

해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해군경력을 모르는 요원들은 님의  

함정에 한 해박한 지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울산함을 성공적으로 개발건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

고, 연이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여러 다양한 함정 개발건조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인 말씀에 따

르면, 집에는 늘 늦게 오고, 아침에는 현 중공업 특유의 새벽 

조찬회의로 인해 일찍 나가게 되니 얼굴은 못보고 자고 간 흔

적만 본 날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산조선소 요원들

의 희생적인 헌신덕분에 1980년  및 90년  국가차원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해군력 건설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진구님과의 첫 만남은 1964년 같은 학과에 입학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나의 기술장교 복무기간과 님의 잔여 복무기간

이 겹치는 바람에 해군에서 고락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인연

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님은 현 중공업 특

수선부에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큰 보람이 있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한국해군 함정의 개발건조 및 선진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걷게 되었다. 이 때문에 친구를 넘어 서로의 어려

움을 이해하고 어떤 얘기라도 나눌 수 있는 평생 동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우리 둘에게 하늘이 큰 선물을 주셨

는데, 국내 최초의 반잠수쌍동선을 둘이서 함께 건조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공적으로는 주간 공정회의

에 상 편 입장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개

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조함체제의 핵심축인 방산조선소를 이끌고 있던 님의 어려움

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선진호 건조과정에서도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님과 나와의 폭넓은 교감

을 바탕으로 연구소 감독관과 조선소 요원들의 막힘없는 협력

에 힘입어 국내 최초의 반잠수쌍동선 건조는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결국 선진호는 우수한 성능발휘를 통해 해상성

능시험평가의 신기원을 열었고, 20년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

한 다음, 해전기념관의 상징물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글을 쓰기 위해 선진호에 해 다시 돌아보면서, 그

동안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모

든 면에서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삶

을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 새삼 되새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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