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

2021년 5월 4일 화요일

다시 태어난 대전함 ⋯대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
신형 호위함 5번함 3일 진수식
대잠어뢰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탑재
시운전 거쳐 내년 말 해군 인도 예정
부석종 총장 해양력 핵심 역할 기대

우리 해군의 신형 호위함(FFX Batch-Ⅱ)
5번함인 대전함이 영해 수호 임무 수행을 위
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해군은 3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
소에서 신형 호위함 대전함 진수식을 열었
다. 진수식은 함정 건조 시 선체를 완성해 처
음 바다에 띄울 때 거행하는 의식이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주빈으로 참석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서일준국회의원, 이성근대우조선해
양대표이사, 정승균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
부장, 최성목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40여 명이 자리했다. 진수식은 국민의례, 사
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부 총장은 축사에서 국가 비전을 뒷받침
할 해군력 건설은 해군 차원을 넘어 국가 해
양력 구축의 핵심 이라며 오늘 진수한 대
전함이 필승해군 선진해군의 주역이자 국
가 해양력의 핵심으로 당당하게 그 역할을
다해주길 고대한다 고 말했다.
진수식은 19세기 초 영국 빅토리아 여왕
이 최초로 군함 진수식을 주관한 이후 여성

비핵화 전문가 지식 공유
국방대 안보문제硏, 린사 안보포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
을 끌었다.
3일 국방대학교는 제5차 린사(RINSA
) 안보포럼을 지난달 30일 충남 논산 국방
대 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비핵화:핵 군비
통제 를 주제로 개최했다 고 밝혔다.

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의 신형 호위함 대전함 진수식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부인 백미자 여사가 해군 관례에 따라 손도끼로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이 진수줄을 자르는 것이 전통으로 정립됐
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자르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
다. 이날 행사에서도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
인 부 총장의 부인 백미자 여사가 손도끼로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이어 부
총장 내외가 가위로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샴페인 병을 선체에 부딪혀 깨뜨리는 안전
항해 기원의식을 했다.
대전함은해군이운용중인1500톤급호위
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
하기 위해 건조됐다. 길이 122m, 폭 14m,

높이35m에무게2800톤으로5인치함포와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을 갖췄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
를 운용할 수 있다. 엔진은 가스터빈과 추진
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 선배열 음탐
기 및 장거리 대잠어뢰를 탑재해 잠수함 탐
지 공격 능력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해군은 호위함 함명으로 특별시 광역시 등
지명을 사용해온 제정원칙에 따라 신형 호위
함 5번함을 대전함으로 명명했다. 대전함은
과거 우리 해군에서 사용됐던 함명이다. 지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린사
안보포럼은 국방부 안보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저명인사를 초청,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된 포럼
은 김종철 국방대 총장과 이성훈 합동군사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직위자와
교육생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김원수 전(前) 유엔 사
무차장, 토비 달튼 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 정책 프로그램 센터장, 제시카 리 미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CIA 분석관이었던
수 킴 미 랜드 연구소 연구원의 발표와 토론
이 이뤄졌다.
포럼에 참석한 김 전 유엔사무차장은 한
반도 핵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
가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한반
도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심도 있
게 논의한 좋은 시간이었다 면서 이번 포
럼을 계기로 더 효과적인 비핵화 방법들이
임채무 기자
도출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1945년 미국에서 건조돼 1977년 대한민국
해군으로인도됐던대전함(DD-919)은영해
수호 임무를 마치고 2000년 3월 퇴역했다.
그리고이날진수식을통해21년만에신형호
위함으로 부활했다. 대전함은 시운전 평가기
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
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정영순 해군본부 전투함전력과장은 대
전함은 수상함 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및
공격능력이 향상됐고 특히 대잠능력이 강화
돼 향후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하
노성수 기자
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