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군1800톤급잠수함시대로돌입

장보고급 잠수함 이후의 차기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2단계 한국형 잠수함(KSS-

Ⅱ)사업은국내독자개발이아닌해외기술

도입국내건조방향으로진행됐다.그결과

독일HDW사의214급이프랑스DCN사의

스코르핀(Scorpene)급과치열한경쟁끝

에선정됐다.국내입찰에서처음에는대우

조선해양의수의계약으로추진됐으나현대

중공업측의잠수함사업참여의지에따라

경쟁입찰이실시되고현대중공업에서사업

권을따냈다.

이로써2단계한국형잠수함(KSS-Ⅱ)사

업은현대중공업과2000년3척의건조를계

약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됐다.해군은이를

통해독일의214급잠수함 3척을확보하게

됐다.하지만해군의잠수함추가확보사업

이이어지면서약간의변화가생겼다.제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최초3척만발주한

214급잠수함에6척을더하기로하는 장보

고-II의계속사업안을의결하면서추가6척

에대해서는현대중공업과대우해양조선에

1척씩번갈아계약을체결하기로결정했다.

손원일급잠수함(SS-Ⅱ) 2주간부상없이

수중작전가능

2단계 한국형 잠수함(KSS-Ⅱ) 사업으

로건조하고전력화(예정)한함정은모두9

척이다. 1번함은2006년6월9일현대중공

업에서진수됐다.해군은해군창설의주역

으로서초대해군참모총장과제5대국방부

장관을지낸고(故)손원일제독의이름을

첫번째함의함명으로제정했다.손원일제

독의애국애족과바다사랑정신을기리고자

한것이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다양한 무장 탑재와

함께더향상된은밀성을바탕으로장기간

대함전,대잠수함전,공격기뢰부설등의임

무를수행할수있다.규모면에서는배수량

1800톤급으로디젤잠수함중에서는대형

에속한다. 길이 65m, 폭 6.3m에최대속

력은20노트(37㎞)이며승조원은40여명

이탑승한다.

영구자석 추진모터와 함께 공기 없이도

추진할수있는장치인공기불요장치(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를 탑재

하고있는등현존디젤잠수함중가장최신

기술로설계된것으로평가받고있다.손원

일함은연료재충전없이하와이까지왕복

이가능해한번출항하면 84일간해상에서

작전을수행할수있으며,AIP시스템덕분

에해상에부상하지않고도약 2주간수중

작전이가능하다. 작전반경으로보면장보

고급때보다 3~4배 넓어진 것으로알려져

있다.

손원일급은최신형전투시스템을구비해

300여개의표적을처리할수있으며레이

저를이용해정확한거리를측정할수있는

잠망경을장착하고있다. 또한원자력잠수

함과유사한능력의탐지능력을갖춘소나

(Sonar 음파탐지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대양에서작전을수행하는데필요한위성

통신장비(SATCOM)를탑재해세계어디

서나통신이가능한연합작전능력도갖추

고 있다. 더불어 함교탑의 형태가 유선형

(209급은사각형)으로제작돼소음이대폭

감소한데다별도의기만기발사장치가설

치돼있어적의대잠수함어뢰공격으로부

터생존능력이높다.

적핵심시설타격가능한국가전략적비수

손원일급잠수함은무장면에서공격성이

한층강화됐다.장보고급에는없는어뢰재

장전장치와어뢰적재해치가설치돼어뢰

재장전과적재시간이단축됐다.특히잠대

함미사일은물론적의핵심시설정밀타격

이가능한국산순항미사일을탑재해대함

대잠 대지작전능력을두루갖춘잠수함으

로평가받고있다.

손원일급잠수함은엄현성전해군참모총

장이 적의수상함과잠수함은물론, 내륙

깊숙이위치한지상표적까지도정밀타격할

수있는국가전략적비수(匕首) 라고표현

했을만큼조국해양수호의중추전력으로

서소임을완수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해

군은손원일함에이어고려시대수군창설

과남해안왜구격퇴에공이큰정지장군의

이름을2번함함명으로정했다.이후3번함

부터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사용해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유관순 홍범도 이

범석 신돌석함으로명명했다.

국내 최초 중형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KSS-Ⅲ) 진수

2007년2월,방위사업청은3000톤급잠

수함을국내독자기술력으로건조하는 장

보고-Ⅲ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3000톤급잠수함은국내독자기술개발을

통해장거리순항미사일장착이가능한중형

잠수함으로서한국해군의핵심전략무기체

계로군의기대를모아왔다.시기적으로다

소늦춰진감이없지않지만,무엇보다이장

보고-Ⅲ사업에의한3000톤급잠수함은돌

고래급이후설계부터건조까지전과정이

국내기술로이뤄지는첫사업이라는점에

큰의의가있고기대도큰사업이다.

2014년11월27일대우조선해양옥포조

선소에서 강재절단식(Steel Cutting

Ceremony)을통해3000톤급중형잠수함

의건조시작을알렸으며,이어2018년9월

14일에는 1번함인도산안창호함이진수했

다.도산안창호함은길이 83.3m, 폭9.6m

에수중최대속력20노트(37km/h),승조

인원50여명규모다.손원일급에비해크기

가 2배 정도 커졌으며, 공기불요추진체계

(AIP)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기간도증가했다.더불어초기설계단

계부터민 관 군협력으로주요핵심장비를

개발,탑재해전체국산화비율을향상시켰

다.

해군은독립운동과민족번영에이바지한

도산안창호선생의정신을계승하기위해

첫함정의함명을 도산안창호함으로명명

했다. 첨단과학기술을집약해건조한도산

안창호함급은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국가전략무기체계로서해군의책임

국방역량을한층강화시킬것으로평가된

다. 특히대한민국은장보고-Ⅲ사업을통

해세계에서 12번째로잠수함을설계하고

건조할수있는국가로발돋움했다.

신인호기자/사진=해군본부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기획

대한민국 군함이야기

■ 편집=유현애기자

도산안창호함(SS-Ⅲ) 제원

톤수 전장 전폭 수중속력

3000톤 83.3 m 9.6 m 20 KTS (최대)

무장 어뢰, 기뢰, 잠대함유도탄

구 분 장보고-I 장보고-II 장보고-III(Batch-I)

크 기 56.4×7.6 m 65.3×6.3 m 83.3×9.6 m

톤 수 1200 톤급 1800 톤급 3000 톤급

수중속력(최대) 20 kts 20 kts 20 kts이상

디젤/납축전지추진방식
디젤/납축전지
+AIP

디젤/납축전지
+AIP

어뢰, 기뢰
유도탄

무 장
어뢰, 기뢰
유도탄

어뢰,기뢰
유도탄

40명승조원 40명 50명

장보고함등 9척기 타 손원일함등 9척 도산안창호함

손원일급잠수함(SS-Ⅱ) 제원과목록

함명 건조사 진수일 /취역일

손원일함 현대중공업 2006. 6. 9. / 2007.12.28.

정지함 현대중공업 2007. 6.13. / 2008.12. 2.

안중근함 현대중공업 2008. 6. 4. / 2009.12. 1.

대우조선해양김좌진함 2013. 8.13. / 2014.12.31.

현대중공업윤봉길함 2014. 7. 3. / 2016. 6.20.

대우조선해양유관순함 2015. 5. 7. / 2017. 7.11.

현대중공업홍범도함 2016. 4. 5. / 2018. 1.23.

대우조선해양이범석함 2016.11. 8. / 2019. 5.13.

현대중공업신돌석함 2017. 9. 7. /

톤수 전장 전폭 수중속력

1800톤 65 m 6.3 m 20 KTS (최대)

무장 어뢰, 기뢰, 잠대함유도탄, 순항미사일
해군은 1990년대 중반 대양해군의 기

치를내걸었다. 대양해군은대양에서도국

가이익을수호하고국가정책을지원할수

있는작전능력을갖춘해군을의미한다.특

히입체적인전력구비는필수였다.이에해

군은돌고래급잠수정(SSM)에이어장보고

급잠수함(SS-Ⅰ)을확보했다.다만대양에

서더원활한작전을수행하려면한단계업

그레이드된잠수함이필요했다.해군은2단

계 한국형 잠수함사업(KSS-Ⅱ 장보고-

Ⅱ)으로불리는차기잠수함사업을시작한

다. 해군은이사업을통해배수량 1800톤

의손원일급잠수함 9척을확보한데이어

3단계 한국형 잠수함사업(KSS-III 장보고

-III)도의욕적으로추진, 마침내 3000톤급

차기잠수함도산안창호함을국내기술력으

로지난해건조,진수했다.

손원일급잠수함

디젤잠수함중대형 1800톤급

연료재충전없이하와이왕복가능

위성통신장비탑재연합작전능력갖춰

도산안창호함

장거리순항미사일장착중형잠수함

한국해군의핵심전략무기체계

손원일급2배 수중잠항기간도증가

3000톤급잠수함,전과정국내기술큰의미
<도산안창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