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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잠수쌍동선 대잠초계정 연구개발  

 

비대칭 해군전력의 핵심, 잠수함

  

비대칭전(非對稱戰)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쟁 행위가 정규군이 아닌 실체가 불분명한 집단에 의해 벌

어지는 테러전이나 게릴라전 그리고 적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적군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창의적인 

무기나 전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쟁을 뜻하기도 한다. 전자

의 정의에 따를 경우, 해상에서 일어난 최근의 비대칭전은 

2000년 예멘 아덴항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콜

(Cole)함에 폭발물을 적재한 소형선박이 돌진하여 자폭함으로

써, 승조원 17명이 사망하고, 선체가 자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손된 사건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해상에서

의 비대칭전은 역사에 기록되어있는 바와 같이, 1차 및 2차 세

계대전 시 독일이 잠수함을 활용하여 수행한 작전이 대표적이

라고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시 독일은 잠수함 178척과 약 

5,000명의 승조원을 잃었으나 연합국 선박 1,300만톤을 침몰

시켰고, 영국에게는 14,000명의 인명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

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은 총 753척의 잠수함이 격침되

었으나, 연합국은 함정 약 150척, 상선 2,760척 등 총 1,400만

톤 이상의 선박이 침몰되었던 것이다. 제해권 장악과 해상운

송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수상 작전을 벌일 경우 해군력이 

약한 독일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잠수함을 주(主)전력

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후 냉전시대에는 군사강대국인 미국 및 소련이 유사 시 

장거리 탄도탄으로 상대국의 전략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탄도

탄을 탑재한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을 대표적인 비대칭 전

략자산으로 운용하였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 현대해전 양

상이 군사강대국 간의 대규모 해전에서 벗어나, 분쟁지역에 

인접한 연해해역에서 벌어지는 연해해전(Littoral Warfare)으

로 전환됨에 따라, 잠수함을 이용한 비대칭전 형태도 다양해

졌다. 미 해군의 경우 토마호크 등 대지 순항유도탄을 이용한 

원거리 대지(對地) 정 타격작전이 대표적인 비대칭전 임무가 

되었다. 실제로 1991년 걸프전 및 2003년 이라크전을 통해 잠

수함의 원거리 대지 정 타격작전은 가공할만한 파괴력과 정

확도를 과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 해군은 탄도탄 발사관을 

대지 순항유도탄용 발사관으로 개조함으로써, Ohio급 대형 탄

도탄 전략잠수함을 총 154기의 대지 순항유도탄을 탑재한 육

상공격 잠수함으로 변신시키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특수

전 부대 요원의 수중침투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시켰는데, 신

형 요원 수중이송정의 탑재와 함께 요원의 수중출입이 용이하

도록 전용 출입용 챔버(Lockout Chamber)까지 설치하였다. 

Virginia급 신형 공격잠수함(SSN)의 경우에는, 기뢰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뢰부설 작전 후 기뢰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

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시, 단 1척의 아르헨티나의 노후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약 20척으로 구성된 영국의 기동함대

로 하여금 장기간 대잠경계를 펼칠 수밖에 없도록 압박했던 

작전 사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해군력이 약한 중소형 국가

들의 경우 비대칭전 수단으로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효용성

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상대국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잠수함 세력 건설을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  정찰 및 감시 작전, 대함전, 대잠전 등 정규 임

무와 함께 특수부대 작전지원, 기뢰부설 작전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연해해전으로 전환된 이

후, 수중음탐(水中音探) 환경이 매우 복잡한 연해해역 특성으

로 인해 수중 탐지식별이 극히 어려워짐에 따라, 어뢰와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뢰부설능력까지 갖

춘 재래식 잠수함은 군사강대국에게 명실상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잠초계정 개념형성

북한은 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구축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상대국이 확실하게 우세한 

해군력 및 공군력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기 위해, 은  침투 

및 기습공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잠수함 및 잠수정 세력, 대함

유도탄을 탑재한 소형 고속정 세력 그리고 방어 및 공격용으

로 활용하기 위한 기뢰 등을 주축으로 해군력을 확보하여 운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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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왔다. 특히 북한은 소형 잠수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데, 이를 이용한 은  침투 및 기습공격 작전을 이미 여러 차

례 시도하였다. 1996년 9월 상어급 280톤 소형 잠수함의 강

릉해안 침투사건과 1998년 6월 유고급 110톤 소형 잠수정의 

동해안 침투사건 그리고 2010년 3월 연어급 130톤 소형 잠수

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이 대표적이다. 단 소

형 잠수정은 항속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모

함(母艦)의 운용지원을 받지 않는 한 원거리 작전수행은 곤란

하다. 이에 비해 북한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급 디젤 

잠수함은 비록 노후하였으나 은 한 정찰 및 감시 작전 등 원

거리 수중작전의 단독 수행이 가능하다. 가장 위협적인 요소

는 유사 시 항만 입구 또는 선박항해가 빈번한 병목점(Choke 

Point)에 수중으로 은 하게 접근하여 기뢰를 부설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항만이나 항로를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재래식 무기이지만 저렴한 비용에 

비해 타격 효과가 크고 심리전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일종의 

전략무기로서, 특히 북한이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그림에 1996년 9월 강릉해안에 침투했다가 

나포된 북한 상어급 잠수함을 한국 해군이 인양하는 장면을 

제시하였다. 

물샐 틈 없는 경계라는 비유가 있는데, 적어도 대잠수함 초

계작전에서는 통하기 어려운 말이다. 왜냐하면 수중에서 유일

한 탐지수단인 음파(音波)는 수중온도, 염분도 및 해저지형에 

의해 수중전파 과정에서 굴절, 반사 및 복반사(複反射)가 일어

나게 되므로, 수중음파를 사용하는 소나(Sonar) 장비로  수중

표적을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중음파 전

파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음영(陰影)구역(Shadow Zone)에 잠

수함이 숨을 경우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

서 선체고정 소나(Hull Mounted Sonar)를 장착한 수상함 단

독으로 적 잠수함을 탐지, 식별하고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체고정 소나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이를 설치하는 대잠초계함은 대형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길이가 200M에 달하는 긴 줄 

모양의 예인형 수동소나(Towed Array Sonar)를 사용하여 원

거리에서도 잠수함의 수중소음을 탐지하고 있으며, 디핑소나

(Dipping Sonar)를 장착한 대잠 헬기를 함정에 탑재 운용하고 

있다. 대잠 헬기는 우수한 기동성을 토대로 넓은 해역을 탐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탐지 식별 후 경어뢰로 직접 공격을 

가할 수 있어 잠수함에게는 천적과 다름없는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공해상에는 대잠 초계용 항공기가 운용되고 있으

며, 정찰용 인공위성까지 동원되어 잠수함의 입출항을 감시하

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 해군은 함대 세력의 각종 대잠센

서와 대잠 요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네트워크중심 대잠전(Network Centric ASW) 시스템을 적용

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한국 해군의 경우, 선체고정형 소나를 

장착한 수상전투함이 유일한 대잠초계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은 대함전이 주 임무인 1,200톤급 초계함에도 소나

를 장착하여 대잠전 능력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해군이 보유한 대잠 전력은 턱 없이 낮은 수준으로

서, 잠수함의 수중 은  침투를 막을 확실한 대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때문에 북한 잠수함의 기뢰부설을 통

한 주요 항만 봉쇄작전은 가상(假想) 위협이 아니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해

군의 주력 전투함들로 하여금 항만 외곽에서 대잠초계 작전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전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작

전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미 해군

은 세계 최초로 220톤급 반잠수쌍동선 "Kaimalino"호를 개발

건조하여 수많은 해상성능시험을 통해 매우 우수한 내파성능

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도탄 고속정, 구축함, 헬기모함, 

중형 항공모함 등 반잠수쌍동선을 적용한 창의적인  함정개념

들을 도출하고 있었다. 이를 재빠르게 벤치마킹한 일본 Mitsui 

조선소는 1979년 정원 446명의 여객선을 건조하였는데, 배 멀

미가 없는 선박이라는 명성을 누리며 도쿄 인근 정기항로에서 

운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새롭게 나타난 반잠수쌍동선은 대잠

세력의 구축이 절실하고 시급했던 당시 우리나라 해양안보 상

황에 맞춰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능성과 영감을 제시해주었던 것이다. 결국 반잠수쌍동선을 

적용하여 300톤급 수준으로 크기를 최소화시킨 대잠초계정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송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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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잠수쌍동선 성능특성 

반잠수쌍동선(SWATH: Small Waterplane Area Twin Hull)

은 두 개의 일반선형 선체를 갑판 구조물로 연결한 일반 쌍동

선(Coventional Catamaran)과 많은 혼동을 주고 있는데, 유

체역학적 성능은 전혀 다른 쌍동선이다. 반잠수쌍동선 선체는 

어뢰 형상을 가진 두 개의 잠수체(Lower Hull), 수면 위 상자

형 갑판구조물(Cross Structure) 그리고 잠수체와 갑판구조물

을 이어주는 유선형 단면의 지주(Strut, 支柱)로 구성되며, 이

로 인해 수선면적(Waterplane Area, 水線面積)은 일반 배수량

형 단동선(Monohull, 單胴船)의 약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다. 이 때문에 최소(最小)수선면적 쌍동선으로 부르기도 하는

데, 우수한 내파성능을 갖게 되는 근원적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반해 일반 쌍동선은 선체가 두개이므로 수선면적이 두 

배 가까이 커지게 되며, 이로 인해 내파성능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 잠수체, 지주 및 갑판구조물로 이루어진 

반잠수쌍동선의 선체 형상을 제시하였다. 

반잠수쌍동선은 미 해군 수중연구소(NUC)의 T. Lang 박사

가 1968년에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 해군은 1973년 실용 

시범선 "Kaimalino"호를 세계 최초로 건조하였으며, 약 5년간

의 다양한 해상성능시험을 통해 매우 우수한 내파성능을 입증

하였다. 220톤급에 불과한  "Kaimalino"호와  3,100톤급의 일

반 선형을 가진 함정을 동일한 해상상태에서 운항을 하면서 

파중(波中) 운동성능을 계측하였는데, 15배나 배수량이 큰 일

반선형 함정보다  "Kaimalino"호의 종동요(Pitching) 및 횡동요

(Rolling) 값이 전(全) 파도 방향에서 작았던 것이다. 그리고 

특이한 선체 형상으로 인해 같은 배수량을 가진 일반 선형보

다 넓은 갑판면적을 갖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Kaimalino"

호는 파고 2.4M 해상상태에서 선속 13노트로 항주하면서 

LAMPS-I 헬기의 이착함(離着艦) 시험을 문제없이 성공하였

다. 일반선형의 경우 대형 함정도 해상상태4 이상에서는 헬기

의 이착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반잠수쌍동선의 내

파성능이 획기적인 수준임을 확실하게 입증하였던 것이다. 그

러나 잠수체의 매우 큰 접수(接水) 면적으로 인해 최고 속력이 

30노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다행히 

선형 형상에 의거하여 파중(波中)에서 속력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 실제 운용 속력 측면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이러한 성능특성으로 인해 민용 선박 분야에서는 정기항로 

여객선, 관광유람선, 전천후 인력수송선, 항만 Pilot선, 해양조

사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낯선 선형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과 복잡한 추진동력 전달체계 등으로 인

해, 미 해군은 1989년에야 비로소 악천후 해상상태에서 상대

국 잠수함의 수중음향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3,370톤급 음향

정보함을 반잠수쌍동선으로 건조하였다. 2000년에는 이보다 

큰 음향정보함을 후속함으로 취역시켰는데, 현재 남중국해에

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본따 일본은 1991년 유사한 임무를 가

진 2,800톤급 음향측정함을 건조한바 있다. 아래 그림에  당

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 해군 "Kaimalino"호의 헬기 

이착함 시험장면을 제시하였다. 

반잠수쌍동선 설계기술 개발    

대잠초계정을 반잠수쌍동선으로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1983년 6월에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 반잠수쌍동선은 아

직 개발역사가 짧은 특수선형으로서 미국 및 일본 등 선발국

들도 관련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었다. 당시 국내 

수상함 설계기술은 한국형 호위함인 울산함의 개발건조를 막 

끝낸 상태로서, 선진국 함정에 대한 모방설계에 의존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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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실패 위험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후발국으로서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으

나, 기술적 종속이 지속될 위험도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반잠수쌍동선의 경우 전산설계 프로그램 등 

설계수단 자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

울이기로 연구방침을 정하였다. 선진국이 보유한 설계수단을 

독자적인 개발 또는 구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

함으로써, 선진국의 개발 결과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국의 개발과정 자체를 우리 방식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

다. 그래야 우리나라 전장환경에 적합한 대잠초계정을 독자적

으로 설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능개선이 가능

하기 때문이었다.

우선 반잠수쌍동선의 수면 하(下) 선형을 11개의 선형인자

를 이용해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선형설계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선형의 저항성능, 파중운동성능, 조종

성능 등 유체역학적 성능을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선형 설계 및 성능해석 프로그램 개

발은 박찬욱 연구원(대불대학교 교수 역임)이 주관하였는데, 

미 해군 함정연구소(NSRDSC)에서 공개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선박유체역학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미 해군 연구평가 조직인 

ONR에 계시던 이정묵 박사(포항공대 교수 역임, 作故)를 초빙

하여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수조모형시험 결과를 토대로 개

발한 프로그램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박해양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양승일 박사(선박해양공학 연구센터 소

장 역임)의 주관 하에 반잠수쌍동선 모형시험을 국내 최초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신뢰도가 검증된 반잠수쌍동선 

성능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반잠수쌍동선 선형 설계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반잠수쌍동선은 특이한 선체구조 형상으로 인해 선체 거어

더(Girder)에 대한 큰 횡(橫)하중의 작용, 구조적 불연속부의 

응력 집중, 구조중량의 과다로 인한 유효 탑재중량(Payload)

의 감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체구조 설계의 최적

화는 개발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 기술과제 중의 하나였

다. 이를 위해 당시 미 해군이 개발한 선체구조 설계프로그램 

SSDP (Structural Synthesis Design Program)의 FMS 구매를 

애써 추진하였다. 미 해군과의 구매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1984년 11월 내가 직접 미 해군 함정국(NAVSEA)에서 운용기

법까지 인수받았다. SSDP 프로그램은 반잠수쌍동선 뿐만 아

니라 일반선형 함정 구조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군 

조함사업 핵심기술지원 수행 시 선체구조 설계검증을 위해 적

극 활용하였다. 그리고 반잠수쌍동선 설계 및 건조공작에 대

한 실무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기업체 독자적으로 반잠

수쌍동선 Halcyon호를 건조 중이던 샌디아고 소재 RMI사에 

김용일 연구원을 1년간 파견하였다. 

250톤급 대잠초계정 개념설계 

대잠초계정의 기본 운용개념은 북한 잠수함의 주요 항만에 

대한 은  침투 및 기뢰부설 작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항만 외곽 및 항로에서 전천후 상시 대잠초계 작전을 수

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 잠수함을 탐지 식별할 경우, 주

력함이나 헬기의 도착 이전에 추적 공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잠초계정이 보유해야 할 핵심 요

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건조비 및 운영유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크기는 300톤 

전후의 소형일 것

* 전천후 상시 대잠초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내

파성능을 보유할 것

* 잠수함 탐지, 공격 및 지휘통제를 위한 장비 및 무기체계

를 탑재 운용할 것

* 전천후 상시 대잠초계 임무를 교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함내 거주 공간 및 환경

을 갖출 것

이러한 대잠초계정에 대한 요구조건을 최적의 상태로 충족

시키기 위해, 이미 확보한 반잠수쌍동선 전산설계 수단을 활

용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대잠초계정 개념설계 과정을 

통해 배수량은 250톤급, 전장, 전폭, 흘수는 33.3M, 14M, 

3.3M, 작전속력은 정수 중 최고 25노트, 파고 3M에서 21노트, 

순항 12노트로 설계되었다. 이를 토대로 수행할 수 있는 대잠

초계 작전범위 및 작전능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작전

해역은 주요 항만 입구를 기점으로 최대수심 100M 이내 항만 

외곽해역이며, 해상상태 5(파고 3M)까지 작전을 수행하도록 

한다. 항속거리는 1,500 해리로서 순항속력 기준 시 약 5일간 

연속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저속 초계 시 연속 임무수행 기간

을 늘릴 수 있다. 중형급 이상 잠수함에 대해서는 대잠 초계

수단으로 대잠 능동소나(10-15 KHz)와 고분해능 능동소나

(70-100KHz)를 복합 운용하며, 소형 잠수정에 대해서는 주로 

고분해능 능동소나 운용 결과를 활용한다. 적 잠수함의 잠망

경 수심 침투 시에는 잠망경을 정 탐지 레이다 및 전자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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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장치로 탐지 식별한다. 수중 및 육상에 설치된 다른 항만

방어체계로부터 입수한 탐지정보는 자체 수집한 정보와 함께 

분석, 식별한 후, 지휘소 및 다른 함정에 중계하며, 상황발생 

시 해당구역에 대한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적 잠수함정

으로 판별 시 근접거리에서는 직접 추적 공격한다. 수심 50M 

이상 해역에서는 3기를 장착한 대잠 경어뢰를 발사하며, 수심 

50M 이하 해역에서는 10기를 장착한 폭뢰(爆雷)를 사용한다. 

간첩선과의 교전 등 자함 방어목적의 수상전투 수행 시 

20MM 발칸포를 사용한다. 아래 그림에 250톤급 대잠초계정

의 무장 및 센서체계를 제시하였다. 

일반 배수량 선형의 수상전투함의 경우 최소한 1,000톤급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대잠 소나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250톤급 소형 크기의 반잠수쌍동선 대잠초

계정으로 주요 항만 외곽 해역에서 전천후 상시 대잠 초계작

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작전효과 및 예산절감 측면에서 

혁신적인 대안이라는 확신을 개념설계 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반잠수쌍동선 대잠초계정에 대한 신

규 개발소요를 도출하기 위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

나 당시 해군과 해양경찰에는 반잠수쌍동선이라는 선형 자체

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따라서 1984년 1월 반잠수쌍동선 

성능특성 및 개발추세를 화보 형태의 책자로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함정 개발소요를 결정하는 합참, 해군본부 그리

고 해양경찰대의 관련부서를 기회를 만들어가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한결 같았다. 반잠

수쌍동선의 우수한 내파성능은 마음에 든다. 작전효과도 기대

된다. 악천후에서 병사들의 고생이 확 줄어들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운용선박이 미국과 일본을 합쳐 모두 5척에 불과하지 않

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개발자의 열정만 믿고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는가. 선진국에서 더 확실하게 입증되

면 그때 다시 검토하자. 신규 개발소요를 결정해야하는 입장

에서는 타당한 말이었다.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한 

마디 했다. "거북선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나 중국에 있었나

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현재의 전장환경에 얼마나 효과적

인가 그래서 꼭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기술로 능히 만들 수 

있는가 아닐까요?" 다행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잠수쌍동선 

대잠초계정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고, 팀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대잠초계정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었다. 

320톤급 대잠초계정 개념설계

대잠초계정의 신규 개발소요 제기를 위한 노력은 개념설계

를 완성한 198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변하

지 않았다. 당시 선진국에서도 반잠수쌍동선은 발전단계에 있

던 신기술로서 기술적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란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반잠

수쌍동선을 적용하여 실선을 개발 건조할 수 있는 기회가 찾

아왔다. 국방과학연구소 해상무기 연구개발본부는 1988년 해

상시험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해상시험장 확보 장비에 

해상무기 연구개발본부의 오랜 숙원이던 해상시험선이 포함

되었던 것이다. 또한 나는 해상시험장 건설사업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TF팀을 맡게 되었는데, 계획수립 과정에서 우수한 

내파성능과 넓은 갑판면적을 갖춰야 하는 주(主) 해상시험선

의 경우, 반잠수쌍동선이 적절한 대안임을 그동안 획득한 지

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해상시험선을 반잠수쌍동선을 적용하여 건조하기로 결정되었

고, 250톤급 대잠초계정 개념설계 결과를 이용하여, 1988년

부터 300톤급 해상시험선의 체계설계를 수행하게 되었다. 체

계설계 결과를 토대로 1990년 12월 현대중공업(주)과 건조계

약을 체결하였고, 기본설계 및 연이은 상세설계와 건조공작을 

1992년에 완료하였다. 광범위한 해상시운전을 통해 요구성능

이 발휘되는 것이 확인된 후, "선진호"로 명명된 해상시험선

은 1993년 4월부터 해상무기 연구개발본부의 각종 해상시험

을 수행하였다. 선진호는 연 100일 이상의 해상시험 수행을 

통해 반잠수쌍동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반잠수

쌍동선 특유의 우수한 내파성능으로 인해 갑작스런 해상상태 

악화로 야기되는 해상시험의 중단이나 취소율이 매우 낮아지

게 되었고, 무엇보다 시험요원들이 해상시험을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96년 9월 북한 상어급 잠수정이 동해안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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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하려다가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반잠수

쌍동선을 적용한 대잠초계정의 효용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

다. 실제 운용을 통해 입증된 선진호의 성능을 대잠초계정의 

요구조건과 대비한 결과 해상시험선 선진호가 대잠초계정의 

요구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선진호의 주요제원 및 선형을 활용하여 대

잠초계정 2차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잠 초계

능력을 대폭 강화한 320톤급 대잠초계정을 도출하였다. 설계

결과를 살펴보면, 30M 길이의 잠수체를 활용하여 선체부착형 

선배열소나(Flank Array Sonar)를 새로 장착하여 저주파 대

역의 잠수함 탐지식별능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상(異狀) 징

후 발견 시에는 음영(陰影)구역(Shadow Zone)에 숨은 잠수

함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넓은 갑판용적을 활용하여 가변심

도(可変深度) 소나(Variable Depth Sonar)를 설치하였다. 이

를 통해 항만외곽 해역의 복잡한 수중음향환경 속에서도 잠수

함 탐지확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잠망경 수심으로 침

투하는 잠수함정의 수상표적을 탐지하기 위해 TV 카메라, IR 

카메라, 레이저 거리측정기로 구성되는 전자광학 추적장치와 

I-Band 레이다를 장착하였으며, 대잠헬기 그리고 수상함 및 

대잠 항만지휘소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전술통신체계도 설치

하였다. 대잠 공격무기로는 수심 50M 이상에서 사용하기 위

한 경어뢰 3기와 수심이 얕은 해역의 500M 이내 근거리 공격

용으로 대잠용 경로켓을 장착하였으며, 전술계획 수립 및 무

장을 할당하는 전술운용 콘솔도 설치하였다. 

320톤급 대잠초계정이 기대만큼 작전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 관건이므로 이를 내파성능과 수중탐지

성능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내파성능 측면에

서 해상상태와 침로(針路)별로 초계 속력 6노트에 대해 대잠

초계정의 파중(波中)운동성능을 계산한 후, 대잠센서 운용제

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상상태 별로 대잠 센서의 운용 지수

(Operational Indices)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작전예상 해역의 

연중 파고(波高) 분포율과 대잠 센서의 운용 지수를 이용하여 

대잠초계정의 운용파고별로 대잠초계정의 내파성능 지수

(Seakeeping Performance Indices)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파고 5M에서도 함 운용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음을 확인

하였다. 다시 말해 주요항만 외곽해역에서 전천후 상시 대잠

초계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수중탐지성능 

측면에서는 항만 외곽해역의 수중음향환경을 고려하여 잠수

체에 부착된 선배열 수동소나(FAS)의 수중탐지거리를 수중음

향모델을 적용하여 계절별로 계산하였고, 가변심도(可変深度) 

소나(VDS)에 대해서는 12kHz 대역에서 표적강도를 가정하여 

계절별로 탐지거리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수중탐지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침투하는 상

대 잠수함에 의해 대잠초계정이 역으로 탐지되는 피탐거리를 

계산하여, 어떤 경우에도 대잠초계정의 잠수함 탐지거리가 피

탐거리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에 320톤급 대

잠초계정의 선체 형상 및 센서와 무장의 배치상태를 제시하였

다. 선체부착형 선배열소나(FAS)는 잠수체 측면에, 가변심도소

나(VDS)는 후부갑판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잠초계정 국제학술대회 발표 

 

반잠수쌍동선 전산 해석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셨

던 이정묵 박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나는 1997년 5월 싱

가폴에서 열린 "Protection of the Seaways"라는 주제의 

"IMDEX ASIA 97"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학회에서 해상 

항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갖가지 대안들이 발표되었는데, 

나는 320톤급 대잠초계정의 개념설계 배경과 내용, 운용효과 

등을 발표하였다. 학술적 발표이지만 당연히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자료를 작성하였다. 발표현장에서는 

특이한 질문이나 토론은 없었다. 그런데 일본 측 참가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 발

간되는 군사잡지 "세계의 함선" 1997년 8월호에 나의 학회 발

표내용과 선진호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기사가 2면에 걸쳐 게

재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바로 한해 전에 발생

했던 북한 상어급 잠수정의 동해안 침투사건 때문에 일본에서

도 북한 잠수함정의 은  침투작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

고, 반잠수쌍동선을 세계 최초로 대잠초계정에 적용한 사실과 

당시 신형 선박에 속했던 반잠수쌍동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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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건조하여 해상시험선으로 운용 중임을 전문가와 일반 독

자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다. 당시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고 판단되면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정보든 수집 분석하여 자

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본 특유의 국가발전체제 특성을 실

감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에 "世界의 艦船" 1997년 8월호에 

게재된 기사 일부를 일본어 원문으로 제시하였다.

대잠초계정 연구개발에 대한 소회(所懷)

결론적으로 한국해군은 1980년대 당시 대잠초계정을 항만

방어용 대잠전력 강화대책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해

군은 정규 대잠전 능력을 증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현재 한국해군의 대잠전 능력은 1980년대와 비교하여 격세지

감을 느낄 정도로 대폭 증강된 상태이다. 다만 2010년 3월 천

안함 폭침사건을 겪고 나니, 대잠초계정을 주요 항만 외곽뿐

만 아니라 서해 NLL해역에서 운용하였더라면, 소형 잠수정을 

이용한 북한의 기습 작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320톤급 대잠초계정은 해상시험선 

선진호의 실제 운용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것으로서 작전효용

성까지 정량적으로 입증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320톤

급 대잠초계정을 2000년대 서해 NLL해역 대잠 전력수단으로 

해군에 제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고 있

다. 다행히 2020년 초 방위사업청은 은  침투하는 잠수함정

에 대해 탐지식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신규 항만감시체계가 

운용되고 있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는 보다 

효과적인 대잠 방책에 의해 주요 항만 및 핵심해역이 지켜지

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잠초계정 연구개발은 실제 함정으로는 구현되지 못했지

만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첫째, 대잠초계정 

연구개발을 위해 확보한 전산 설계수단과 250톤급 대잠초계

정 개념설계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320톤급 반잠수쌍동선을 

해상시험선으로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었고, 해상시험선 선

진호의 실제 운용을 통해 해상무기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었다. 둘째, 기존의 모방설계 방법에서 벗어나, 전산 설계수단

을 적극 적용하는 선진국형 설계방법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함정 설계방법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내에 정착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대잠초계정 및 해상시험선의 

설계 시 요구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최적화된 체계를 도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대잠초계정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일본 함정전문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도 창의적인 함정개념을 독자적으로 도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국가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

다. 

대잠초계정 연구개발은 수상함정 연구실이 설치된 이후, 

군의 개발소요에 따르는 이전의 관행과 다르게, 연구개발자의 

독창적인 생각을 토대로 도전하였던 연구과제였다. 따라서 주

위의 이해와 지원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잠초계정 연구개발을 끈질기게 추진하였던 젊은 

시절의 열정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

찌 혼자만의 열정으로 될 일인가. 한 마음으로 함께 고뇌하며 

땀을 흘린 연구개발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간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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