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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7년 연말에 다음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도 실시

설계를 마치게 되면 3,000톤급 다목적 시험평가선 건조는 물

론 수중위치추적시스템을 비롯한 수중속도계, 수중음향통신시

스템 등 시험평가를 위한 기기·장비가 구축되고 영일만항 인

근에 시험평가원도 건립(1000㎡)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포

항에서 진행되는 수중로봇을 비롯한 해양기술개발이 한층 활

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1회에 약 50억 원 가량 소요되는 실 

해역 성능시험 비용 절감과 향후 기술이전을 통한 추가 수익

도 기대된다”.[1]

올 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에서 공지한 3,000톤급 PSV (Platform Supply 

Vessel, 선명 : POSH Kittiwake)의 다목적 시험평가선 개조 

용역 사양과 형상은 [표 1], [그림 1]과 같다.

표 1 모선 사양 [2]  

항 목 내 역

톤수 2,899 톤

Main Engine Nigata 3,000 BHP  x 2 EA

선급, 건조년도 ABS, 2011

선종 PSV

DP2 DP2 System Konsberg

Firefighting 
System

FiFi 1

그림 1 Platform Supply Vessel [2]

2. 본 론

한편 시험평가선으로 개조되는 PSV(Platform Supply 

Vessel)를 포함한 해양지원선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석유자원 개발 등에 지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며, 

이들 선박의 분류도 통일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지원선은 해양자원개발과 생산 주

기에 따라 다양한 선종이 요구되며, 용선주는 작업환경에 따

라 적합한 선종을 선정하여 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에 

투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양지원선 운영 개념은 해양플랜트 전 생애주

기에 걸쳐, 탐사 → 시추 → 개발·설치 → 생산 → 운영 → 

해체 단계의 공정에 따라 투입되며, 그 대표적인 선종이 PSV

라고 할 수 있다.

표 2 해양지원선 선종  

항 목
탐
사

시
추

건
조

설
치

생
산

유
지

해
체

AHT ○ ○ ○

AHTS ○ ○ ○ ○ ○ ○ ○

PSV ○ ○ ○ ○ ○ ○

Crew Boat ○ ○ ○ ○ ○ ○
Seismic 
Vessel

○

MPSV ○ ○ ○ ○ ○ ○
Stand By 
Vessel

○ ○

Construction 
Vessel

○ ○ ○ ○

Cable/Pipe 
Layer

○ ○ ○

Accomm. 
Barge/Vessel

○ ○ ○ ○

Diving 
Support 
Vessel

○ ○ ○ ○ ○

Offshore 
Crane 

Vessel/Barge
○ ○ ○

Shuttle 
Tan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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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PSV는 장영실호로 명명되어  금년 개조 공사

에 진입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관보로부터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3]에 정리하였다. 전체 공기 12개월에 걸쳐 

수행되며,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 

Society) 가입된 선급 도면 승인으로부터 시작된다.

표 3 개조 주요 내용 [2]  

항 목 내 역

개조 설계
- 선박 개조 항목에 대한 설계
- 선급(듀얼) 설계승인 (한국선급 및 
   IACS 중 택1)

개조 시공

- 선박 입거정비
- A-Frame 설치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설치
- 크레인(Davit) 설치
- 윈치 기초 및 중간 데크(Mezzanine 
   Deck) 설치
- 시험평가용 환경, 선박 센서 구매 및 
   설치
- 전기관련 정비(배전반 등)

선박 관리

- 선박 이전 및 취등록 절차 지원
- 선원모집 및 공급
- 선박수리/보급(유류, 기부속, 주부식
   ,선용품)
- 선박검사(선급) 신청 및 수행
- ISO/ISM 관련 업무
- PNI 보험 / 선체 기관 보험 업무
  직접 수행 혹은 실무 업무
- 기타 선박 관련 업무
- 정박 부두 확보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시험평가선 개조 시공은 일반 선박과 달리 두 단계로 진행

되며 활동 영역이 국한되고 범용적이지 않지만, 전체 진행 과

정은 대형 유정에 대한 [그림 2] FPSO와 유사하기에 [표 4], 

[표 6]에 대비하여 나타내었다.

표 4 비교표  1   

 

항 목 시험평가선 FPSO

발주처 KIOST BP

선명
장영실호 Greater Plutonio

(2021년 PSV 개조) (2007년 신조)

L x B 
x D x T

73.60 x 17.20 
x 7.00 x 6.60

310.00 x 58.00 
x 32.00 x 23.35

그림 2 Greater Plutonio FPSO [3]

2.1 일반 사항

상선과 달리 FPSO 등 해양자원 개발 등에 관련한 시설들

은 험난한 해역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본 입찰

에 앞서 전체 공사 소요 비용을 추정하고자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를 수행하며, FEED에 따른 결과는 최적

의 견적 산출을 위해 참가 자격을 보유한 모든 입찰사에게 동

등하게 제공된다. 이는 발주처에서도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입찰사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필요한 공기에 인도받기 위함이

며, 일반적인 FPSO의 FEED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발

주처 역시 광구 탐사 결과의 정밀도가 심화됨에 따라 변경되

는 FEED 수정본은 차례로 발주처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입찰

사는 주의 깊게 갱신된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표 5 Typical 2,000,000 Barrel FPSO FEED 
Documents  

항 목 내 역

지리적인 특성

⦁광구 위치, 기후, 해역 특성
⦁유정 총량 ; 통상 시간 경과에 따라      
  보다 세밀한 정보로 갱신됨, 이에 따라   
  FPSO 화물창 용적 등에 영향을 미침

문화적인 특성
⦁광구 전체 용적과 일일 산출량에        
  따라 장시간 설치됨에 따라 미리        
  파악해야 함

일반배치도 ⦁전체적인 선각, Topside Module

중앙횡단면도

⦁전체 자중 파악 목적
⦁CSR 기준에서, 단저 구조이며 Wave    
   Bending Moment와 Design Bending    
  Moment를 각각 100만 톤-미터로       
   발주처에서 지정함
⦁Seam Line, Secondary Member        
   Shape등도 발주처 물량 산출 목적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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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시험평가선
(장영실호)

FPSO
(Greater Plutonio)

설계 
주안점

⦁중고선박으로 해양   
  장비의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  
  1) 시험평가선에     
    필요한 구조,      
    장비에 따른       
    Actual Static      
    Bending          
    Moment와         
   Design Static      
   Bending Moment   
    Check
 2) A-Frame         
   지지구조 Check

⦁계약된 유정에서     
  연속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과  
  작업 효율성 보유 
  1) Module Support   
    에 대한 발주처로   
    부터 제시되는      
    충분한 안전율이    
    감안된 설계
  2) 공정과 선각에     
    따른 문제로        
    Re-Dock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전체 
과정

⦁2020.7 - 2021.6  
  설계–개조-관리

⦁2004.1 - 2007.4 
  설계–신조-Topside

⦁FEED (2019) ⦁FEED (2003)

Class 
Notation

ABS 
A1, FIRE FIGHTING 
VESSEL CLASS 1, 
OFFSHORE SUPPORT 
VESSEL, (E), SPS + 
AMS. + ACCU. + 
DPS2

BV 
OFFSHORE SERVICE 
BARGE, SITE 
GREATER PLUTONIO – 
ANGOLAR, OIL 
STORAGE 
PRODUCTION, 
UNRESTRICTED 
NAVIGATION, AUTO, 
POSA, LSA, HEL, 
VeriSTAR-HULL

2.2 특이 사항

구체적으로 시험평가선과 FPSO의 FEED 주요 항목은 최종 

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전체 설계 과정은 그에 부합하도록 진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 진행에 따른 결과는 

계약서에 적시한 선급 규정의 요구 조건을 상회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을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비교표  2   

 

첫째 2011년 PSV로 건조되어 시험평가선으로 새롭게 활동

할 장영실호의 선각 설계는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수행되지

만, Greater Plutonio FPSO의 선수부 선형은 일반 상선 선미

와 유사한 반면 선미부는 Barge Type으로써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즉 구조강도용 선장(Lscantling, Scantling Length of 

the Ship)의 시점은 선급 규정상 구조강도용 하기 만재 흘수 

선수단(Fore End)으로 결정되지만[4], 추진기와 방향타가 없

는 Greater Plutonio FPSO는 사전에 선급과 기술적인 협의를 

거쳐 Lscantling의 시점을 선미단(After End)으로 협의하고 구조

설계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처럼 규격화된 국제 규정일

지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직

접 계산(Direct Calculation)을 수행하여 선급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예인선(Tug Boat)에 의해 설치 해역까지 이동한 후 

채굴 영역의 시추공 위치에 장기간 정박되도록 구조 안정성이 

요구되는 FPSO와 달리, 시험평가선 장영실호 개조설계 견적

은 모선인 POSH Kittiwake의 전선굽힘모멘트곡선(Hull Girder 

Bending Moment Envelope Curve)을 추정 분석하여 경제적

인 견적을 도모하였다. 

BMrule > α × BMactual              … (1)   

BMactual = BMwave + BMStill water      … (2)   

   BMrule : 선급 규정 허용 총 굽힘 모우멘트

   BMactual : 시험평가선에 가해지는 총 굽힘 모우멘트

   BMwave : 선급 규정 파랑 굽힘 모우멘트

   BMStill water : 시험평가선의 정수 굽힘 모우멘트

   α : 총 굽힘 모우멘트의 증가율

구체적으로 주어진 시험평가선 모선에 대한 자료와 관계식 

(1), (2), [표 3]의 개조시공 사항으로부터 BMactual 증감을 추정

하여 종통부재의 구조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후 개조 시공에 

따른 영향은 부가적인 상황(Accidental Condition)으로 간주

하여 선급 규정 허용치 대비 여유를 고려함으로써 모선 선각

의 보강 필요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 일반적으

로 초기 설계와 최종 완공 시의 BMactual 증가를 감안하여야 

하며, 대표적으로 공통구조규칙에서는 최대 5% 여유치를 설

계굽힘모우먼트에 감안하도록 추천하고 있으며, 최대 설계굽

힘모우먼트 자체가 조선소 역량에 대한 가늠자가 되기도 한

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가물 운동 등에 따른 국부 진동은 

시운전에서 계측되는 선체 진동소음 양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특히 시험평가선 A-Frame의 상갑판 지지부에 가해지는 국

부 하중과 모멘트에 대한 보강 필요성을 감안해야하며, 추가

적으로 A-Frame에 따른 지지 부위에 대한 판재 박리 여부도 

검토하여 Z-Plate 대체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평가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추가되는 구조가 

모선 상갑판 상부에 설치되며 또한 A-Frame으로 전후 방향

으로 이동되는 탐사정 등에 의하여 선각 부심이 상승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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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원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사전에 면

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결 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해양을 섭렵해야 한다. 여기서 해양의 

특성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해양탐사’의 중요

성이 부각된다. 해양탐사는 학문적으로 크게 수온이나 염분과 

같은 해수의 성분, 해류나 조류 등의 흐름을 파악하는 해양물

리학, 해저 지형이나 구성 암석, 퇴적물의 양과 종류, 해저 자

원, 해저 화산 활동 등의 해양 자료를 탐사하는 해양지질학, 

그리고 해양 미생물로부터 환경에 따른 생물의 종류, 심해 생

물, 갯벌 생물,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해양생물학

으로 나눠진다.”[5]

따라서 해양 R&D 성과물의 활용성 재고 및 사업화 촉진, 

실적(Track-Records)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실해역 시험·평

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해양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

증 및 현장적용 실적 미흡으로 상용화 추진에 장애요소가 발

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일랜드, 프랑스와 미국 등 구미 선진국들은 이미 

해양로봇 및 기기·장비의 실해역 성능 시험 등을 위해 연근

해에 고정식 실증시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심해 유·무인 잠수정의 전용 모선 4천톤급인 ‘요코스카’, ‘카

이레이’, ‘카이메이’ 등을 활용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최동단 섬  독도는 그저 작은 돌섬에 불과하지

만, 인근 심해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얼음덩어

리처럼 생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미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

으며, 세계 각국이 섬 영유권을 주장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을 

넓히려는 이유는 바로 바다 자원 때문이다. 요즘 심해 쟁탈전

은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치열하며, 국제

법상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다 공해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처럼 아직 인간이 점령하지 못한 심해에는 망간단괴 

외에도 원유, 가스, 금, 은 등 각종 자원이 매장돼 있지만, 심

해의 98%는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모두들 미지의 

세계인 심해에 대해 추측만 할 뿐이다. 그렇지만 개발의 위험

도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4월 20일 영국 BP사의 

Drill Ship ‘Deepwater Horizon’ 기름 유출 사고는,  미국 멕시

코 만에서 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하고, 이후 5개월 동안 대략 

77만 톤의 원유가 유출된 경우였다. 이에 대만 TMT 선사는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여 건조 중인 신규 CSR VLCC 화물창 

구조를 원유 수거 및 정화 용도로 개조하여 멕시코만 현장 투

입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육상자원의 고갈, 에너지 등 천연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으로 인한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전 지구적 온난화, 기

후변화에 따른 동토 해빙으로 방출되는 탄소 문제의 가속 등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구의 70%에 해당하는 해양

에 대한 전용 시험 평가선인 장영실호 사업과 같은 새로운 조

선해양 시장의 부상을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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