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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무기체계는 운용 환경  특성 등이 세분화 

되고 있으나, 련 규격 등의 용에 있어 국내 실

은 이러한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체로 과거의 

역 권역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과

거 기계 심의 무기체계에서 최근 온도에 민감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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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자 심으로 변화되면서 온도의 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온도규격의 설정

은 환경규격과 함께 큰 의미를 가지며, 이 규격들을 

얼마나 합리 으로 결정짓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최근 무기체계의 소형 경량화 추

세와 더불어 경제성 한 요구되는 실에서 련규

격의 연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

한 기연구의 시간투자는 개발과정에서의 시간투자

에 비해 상 으로 큰 가치가 있으며, 이 기연구

에 문가 집단의 극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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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results of a temperature analysis of Korea and its neighbor regions for temperature 

specification of weapon systems to be deployed in Korea,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a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of occurrence which represents a frequency of yearly occurrenc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reasonable operational temperatures for the Korea weapon systems are recommended, and the regional frequency of 

yearly occurrence of temperatures worse than recommended operational temperatures in each country reg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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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2].

  국내 무기체계의 온도규격은 과거 1980년  운용온

도와 환경온도 구분이 없는 -35～50℃에서 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련 온도연구 등을 

통해 최근 운용온도 기  -32～43℃가 일반화 되고 있

으나, 이 값들 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권역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남한 환경과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2,3]. 최근 온도 시간자료의 국가 

간 공유 로그램으로 한반도 이외 지역의 세부 분석

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선행연구에서 국외지역 시

간자료 미확보에 따른 해석  분석[3]을 본 연구를 통

해 체함으로서 온도규격 설정 시 정확한 분석값을 

제시한다.

  그리고 년 시간자료 분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혹월 

기 의 백분율 빈도값 외에 년 빈도를 기 한 표 편

차 빈도값을 새롭게 제시하여 온도 련 규격 설정 근

거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이는 최근 테일러링(tailoring) 

 실 운용지역의 온도자료 활용이 강조되는 실과 

미국의 환경 기 서 MIL-STD-810G에서 MIL-HDBK- 

310 기후기  외에 유럽의 기후기 인 AECTP(Allie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est Publications) 200을 

포함하여 기후환경 기 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추세와

도 부합한다.

2. 용어정의

운용온도(operational temperature) - 사용자 의 온도

값으로 무기체계가 운용(생산 후 수송, 장  동작 

등)될 지역의 기온도로서, 환경온도 산출의 기 가 

되며, 무기체계의 운용 여부를 결정하는 온도값이다
[1～3]. 이 온도값은 지상 운용 시 지상 1.2～1.8m 높이

의 표  백엽상 온도이다. 운용온도(동작 기 ) 로, 

유도탄의 경우 발사 지역의 온도값이 해당되며, 비행 

 기온도  탄착지역 온도는 개발자가 고려할 내

용으로 환경온도에 반 될 온도값이다. 항공 무기체계

의 경우 사용자가 기체 외부 기온도를 단할 수 

있으면 기체 외부 기 온도값, 그 지 않으면 유도탄

과 동일 용한다.

환경온도(environmental temperature) - 개발자 의 

온도값으로 무기체계가 운용  겪는 온도값이 해당

되며, 직사 선에 노출되는 장비의 태양열 복사, 비행

의 공력가열, 고공에서의 공기냉각 등을 포함하는 

온도로서, 설계 시 환경조건으로 용될 온도값이며, 

환경시험의 기 온도가 된다[1~3]. 개발자는 무기체계의 

수송/ 장/동작 등에 따른 각각의 환경온도값을 도출

하여 환경설계 기 값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테일러링을 통해 운용온도를 포함한 설계 조건 등을 

조율할 수 있다.

백분율(%) 발생빈도(percentage frequency of occurrence) 

온도값 - 임의의 지역에서 가혹월 총 시간  특정 온

도값 이하/이상 시간이 몇 %나 발생하 는가를 나타내

는 온도값으로, 군수품이 해당 지역, 가장 가혹한 달 

작 에 투입될 때, 해당 기후조건에 의해 정상 인 운

용을 보장할 수 없는 가혹월 기  확률을 나타내는 온

도값이다. 로, 고/ 온 1% 발생빈도값은 가장 가혹한 

달에 측정한 744개의 자료  고/ 온 7번째 온도값으

로[4], Fig. 1에 각 백분율 빈도값을 남한 가혹 지역/가

혹 월 분포에 첩하여 나타냈다.

Fig. 1. Percentage frequency of occurrence in coldest / 

hottest month

표 편차(σ) 발생빈도(standard deviation frequency of 

occurrence) 온도값 - 임의의 지역 년 온도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특정 온도값 이하/이상 발생 빈도가 

해당 표 편차의 빈도에 해당하는 온도값으로, 군

수품이 해당 장소에 투입될 때, 해당 기후조건에 의해 

정상 인 운용을 보장할 수 없는 년 기  확률을 나

타내는 온도값이다. 로, 고/ 온 2σ 발생빈도값은 

년 발생빈도에서 고/ 온 빈도 2.28%[(100-95.44)/2] 

해당 온도값으로, 각 표 편차 빈도값을 Fig. 2에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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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of occurrence in 

a year

3. 온도규격 설정

  운용온도의 결정은 일반 으로 그 무기체계가 배치

되고 운용되는 지역에서의 수송, 장  동작 등에 

해 각각 정의된다. 여기서 지역이 결정되면 그 지역

의 온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운용온도를 기 결정

하게 되는데, 그 무기체계의 특성  운용 모드(mode)

에 따라 극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얼마의 발생빈도값

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 으로 동작 운용온도는 운

용 가혹지역의 가혹월 1% 발생빈도값이 추천되어 왔

으나, 최근 무기체계 특성  목  등 세분화에 따라 

1% 는 3σ 빈도값에서부터 5%, 10%, 2σ 빈도값 등

을 용할 수 있다.

  운용온도가 결정되면, 개발자는 그 무기체계가 공장 

출하에서 임무 종료까지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

양한 환경으로 부터의 각 모드별 환경온도를 도출하

여 무기체계 획득 련자에게 설계 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활동은 사업착수 단계에서 필수  요소인데, 

이는 환경으로 유도된 제한조건들이 무기체계 설계 

단계에서의 테일러링 연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

다[5].

  테일러링을 거쳐 온도규격 안이 만들어져, 운용온

도를 포함한 환경온도 등이 1차 설정된다. 이후 탐색

개발의 개발시험 등을 거치면서, 그리고 환경자료 획

득 로그램 등에 의해 얻어진 내용들이 반 되어, 필

요로 하면 온도규격 개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개발규

격  시험계획이 완성된다. 이후 체계개발을 거쳐 기 

확정된 환경설계기 의 환경항목들을 입증한 후 규격

화  배치 운용이 이루어진다. 이상의 온도규격 설정 

과정을 사용자와 개발자 역할을 구분하여 Fig. 3에 나

타냈다.

Fig. 3. Process of setting temperature specifications

4. 미국  유럽 기후기

  미국의 기후환경 기 인 MIL-HDBK-310과 유럽의 

AECTP 200에서 제시된  세계 온도분포를 발생빈도

값 1%(단, 극 온 권역 20%)를 기 으로 Fig. 4, 5, 6

에 각각 나타냈다. 한반도  주변 지역은 미국 기

에서 -32～43℃의 기본(basic)권역에 해당되며, 미국기

 비 유럽기 에서는 고온의 경우 약 4℃ 완화된 

39℃의 간 (intermediate) 권역에 포함된다. 온의 

경우 백두산 주변 지역을 제외하면 -19℃의 온순 

온 (mild cold) 권역과 백두산 근처의 -32℃의 간 

온 (intermediate cold) 권역을 함께 포함한다. 이는 

본 연구의 5  분석내용과도 부합한다.

Fig. 4. Location of climatic region in MIL-HDBK-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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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reas of high temperature region in AECTP 200[6]

Fig. 6. Areas of low temperature region in AECTP 200[6]

5. 한반도  주변권역 온도분석

5.1 온도분포 특성

  구의 1998～2013년 동안 한 각 월  년 온

도분포의 근  평균을 취한 내용을 Fig. 7에 나타냈다. 

이 그림에서 각 월의 온도분포는 체 으로 평균(μ) 

기  ±4σ(표 편차)를 과하지 않는 근사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며, 이 은 온도에 한 통계  해석을 

가능  함을 제시한다. 즉 각 월의 평균과 표 편차를 

알면 해당 월의 온도분포를 식 (1)에 의해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시간자료 확보가 어려운 지역

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3]. 그리고 온도분포의 특성

을 이용하여 확보된 시간자료의 오류자료 제거에 

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내 년 온도분포는 동 기  하 기의 합인 

두 개의 정규분포가 첩된 형태를 보인다. 반면 도

가 낮아짐에 따라 계  변화가 어 온도분포가 집

된 단일 정규분포 형태로 옮아간다. Fig. 8에 구, 

만, 베트남의 쯔엉사의 최근 16년 분포의 근  평균

한 온도분포 특성을 나타냈다.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of Daegu(1998～2013, 

25 points adjacent averaged)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Daegu_N35.5°, 

Taibei_N25.0°, Truongsa_N8.7°(1998～2013, 

25 points adjacent averaged)

 ⋅







 (1)

 : 온도

 : 월 온도분포 확률 도함수

 : 월 온도평균

 : 월 온도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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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반도  주변권역 온도분석

  한반도 포함 주변권역 분석은 세계기상통신망(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을 통해 교환되는 1998년도

부터 2013년까지 총 16년간 아시아 지역 3시간 간격

의 지상기온자료를 바탕으로 경도 115～145°, 도 25 

～45° 범  내 339개 지역 자료의 백분율  표 편

차 발생빈도값을 도출하 다.

  고/ 온 3σ 빈도값 기 으로 국가별 가혹지역 분석

값을 Table 1에, 국가별 주요도시 분석값을 Table 2에 

나타냈으며, 한반도 가혹지역인 삼지연  구의 세

부온도분석을 Table 3, 4에 각각 나타냈다. 그리고 한

반도 포함 주변권역의 고/ 온 σ  % 빈도값별 온도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한 온도 등고선 지도(주요지

역  가혹지역 표기)를 Fig. 9, 10에 각각 나타냈다. 

참고로 이 지도에서 해상지역은 육지 연안  섬의 

온도값을 기 함에 따라 실제 온도분포와는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발생빈도값은 매시 측정된 시간자료를 기 으로 분

항목

 지역
min

온
mid

고온
max

3σ 1% 5% 10% 2σ 1σ 1σ 2σ 10% 5% 1% 3σ

남한 
철원 -280 -216 -224 -175 -151 -133 -28 114 229 285 290 304 321 321 336

구 -131 -91 -91 -64 -49 -39 29 154 253 314 318 331 351 352 378

북한
삼지연 -382 -319 -318 -284 -264 -254 -147 19 155 220 222 236 259 265 317

원산 -183 -132 -135 -99 -82 -70 1 125 222 285 288 306 332 334 371

국
화뎬 -416 -353 -347 -302 -276 -260 -124 71 217 284 284 294 318 319 352

리수이 -58 -26 -23 -1 11 17 86 198 283 354 363 376 392 395 418

일본
아사히카와 -250 -195 -193 -160 -140 -130 -54 72 198 266 272 287 314 312 350

쿠마가야 -21 -9 -9 5 10 16 63 171 264 332 341 354 371 373 394

러시아
쿠쿠에 가 -421 -368 -369 -335 -315 -296 -159 51 200 274 275 287 308 312 342

아 키노 -404 -339 -342 -306 -288 -271 -148 58 197 275 274 290 316 319 362

Table 1. Temperatures in coldest and hottest areas [0.1℃]

항목

 지역
min

온
mid

고온
max

3σ 1% 5% 10% 2σ 1σ 1σ 2σ 10% 5% 1% 3σ

블라디보스톡(러) -269 -229 -231 -204 -188 -176 -95 66 177 230 238 251 274 278 312

삿포로(일) -142 -112 -112 -90 -79 -74 -23 96 205 262 271 286 313 309 357

청진 -177 -144 -145 -119 -104 -95 -30 92 200 250 256 267 287 291 324

선양 ( ) -326 -262 -263 -228 -206 -189 -78 104 235 294 295 306 324 328 352

베이징( ) -164 -123 -125 -100 -85 -72 -8 144 259 320 325 341 369 368 411

평양 -256 -177 -183 -147 -127 -113 -26 123 237 292 294 307 324 324 349

서울 -183 -142 -146 -108 -91 -79 4 140 244 295 303 315 334 331 362

포항 -130 -86 -86 -57 -41 -31 40 154 242 306 309 326 350 352 374

도쿄 (일) -16 3 3 15 23 26 71 170 261 312 317 327 344 345 374

오사카(일) -26 -4 -3 14 23 25 70 175 271 323 332 341 356 354 375

후쿠오카 (일) -25 -1 0 16 26 30 79 177 266 317 323 334 349 347 365

상하이( ) -62 -35 -37 -16 -3 4 68 183 273 332 340 352 369 370 394

타이페이( ) 62 87 90 107 119 121 170 239 292 336 338 346 361 361 383

Table 2. Temperatures in main citie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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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어야 하나[4], 북한을 포함한 국외 자료가 3시간 

간격을 기 으로 수집됨에 따라 이 자료로 통계처

리를 하 다. 다만 선행 분석에서[2] 공군 기상 로

부터 획득한 남한지역의 매시 측정 자료를 기 으

로, 1시간 단 로 처리한 1% 빈도값과 3시간 단

로 처리한 1% 빈도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략 

0.5℃ 이내로 3시간 단  분석 값이 더 가혹하게 나

타났다.

code
47143

lon
128.6

lat
35.88

alt
59m

period
1998～2013

loc
DAEGU/ 구 [0.1℃] 빈도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year

Min -131 -120 -57 2 80 101 172 164 99 9 -29 -110 -131 0.002

온

3σ -116 -109 -42 18 90 124 181 173 111 30 -23 -94 -91 0.124
1% -91 -68 -23 37 102 150 191 191 132 56 -8 -70 -91 0.124
5% -64 -40 4 66 125 171 204 206 158 88 12 -46 -64 0.631
10% -49 -25 21 82 139 183 213 217 173 104 27 -32 -49 1.399
2σ -76 -55 -10 51 113 160 197 198 145 72 1 -57 -39 2.192
1σ -37 -13 34 93 148 191 221 226 184 116 39 -20 29 15.792

Mid 8 35 80 140 191 230 259 263 221 164 92 26 154 50.112

고

온

1σ 54 84 137 198 248 280 302 305 264 210 143 76 253 84.143
2σ 93 139 191 255 291 318 337 343 305 249 195 118 314 97.784

10% 65 99 152 215 263 292 315 318 277 223 159 89 318 98.175
5% 78 120 174 238 279 306 327 331 292 237 178 104 331 99.204
1% 108 158 208 272 303 328 347 351 317 260 209 129 351 99.865
3σ 141 190 244 293 327 347 360 361 336 274 237 155 352 99.882

Max 160 199 263 309 336 354 365 378 345 284 245 174 378 100
Count[ea] 3,959 3,608 3,943 3,834 3,953 3,837 3,960 3,956 3,828 3,957 3,828 3,955 46,618 err_2

Table 4. Temperatures of Daegu

code
47005

lon
128.3

lat
41.82

alt
1381m

period
1998～2013

loc
SAMJIY/삼지연 [0.1℃] 빈도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year

Min -382 -358 -318 -215 -72 -17 34 -26 -101 -176 -295 -348 -382 0.002

온

3σ -351 -342 -282 -168 -53 -10 41 -1 -88 -153 -262 -325 -319 0.13
1% -318 -302 -239 -130 -22 20 79 39 -29 -112 -223 -306 -318 0.145
5% -284 -256 -193 -84 3 60 108 78 1 -73 -188 -265 -284 0.755
10% -264 -234 -169 -62 16 76 121 100 25 -50 -167 -243 -264 1.61
2σ -303 -279 -219 -106 -7 39 93 58 -15 -97 -208 -284 -254 2.171
1σ -246 -217 -150 -45 30 88 129 115 47 -32 -146 -225 -147 15.788

Mid -172 -136 -72 9 84 133 164 165 107 27 -66 -149 19 50.127

고

온

1σ -104 -62 -10 76 150 189 206 204 161 92 3 -79 155 84.159
2σ -51 0 44 159 210 242 248 248 204 157 66 -26 220 97.721

10% -89 -44 5 100 169 206 222 216 175 111 19 -65 222 97.908
5% -69 -23 25 129 193 225 236 233 190 137 46 -43 236 99
1% -34 23 61 184 225 252 259 258 219 175 85 -9 259 99.816
3σ 3 64 96 215 248 271 279 292 238 197 120 39 265 99.895

Max 15 105 134 222 261 291 298 317 259 226 137 56 317 100
Count[ea] 3,408 2,984 3,364 3,227 3,379 3,291 3,339 3,397 3,340 3,558 3,371 3,454 40,112 err_2

Table 3. Temperatures of Samji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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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tour maps of high temperature frequency of 

occurrence [0.1℃]

Fig. 10. Contour maps of low temperature frequency of 

occurrenc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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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Locations and altitudes of temperature data 

analysis points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발생빈도값은  기간 동안의 

3시간 단 값을 월별 하여 % 빈도값을, 년 

하여 σ 빈도값을 각각 도출하 다. 분석 원(raw) 자

료의 오류자료 제거는 ±50℃ 범 에서 각 월의 3σ 기

으로 2σ와의 차를 용한 ±4σ 범 를 용하 으

며, Table 3, 4에  기간 월별 통계처리 자료 숫자  

±4σ 범 를 과하는 오류자료(err) 숫자도 함께 나타

냈다. Fig. 11에 본 연구에 용된 분석지   온도

와 한 특성을 갖는 고도를 함께 표시하 다.

  Fig. 9, 10을 통해 고온은 역 발생, 온은 국지 

발생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MIL-HDBK-310의 기

본권역 -32℃～43℃ 비 한반도 1% 빈도값에서 온

은 차이가 없으나, 고온은 약 8℃의 차를 보이며, 주

변권역과도 약 4℃의 차이가 나타났다. 주변권역의 

온 1% 빈도값은 러시아 쿠구에 가 -36.9℃, 국 화

뎬 -34.7℃ 값을 보이며, 고온 1% 빈도값은 국 리수

이의 39.2℃, 일본 쿠마가야의 37.1℃값을 보인다.

  온 가혹값은 극동러시아 내륙  국 만주 북동

부에서 국지 으로 나타나며, 이 가혹지역의 온 2σ 

빈도값은 러시아 -29.6℃, 국 -26.0℃로 온의 제한

 발생특성  국외지역의 낮은 운용확률 등을 고려

할 때 이 2σ 빈도값의 활용도 추천된다.

5.3 백분율 발생빈도 vs 표 편차 발생빈도

  한반도  주변권역 총 339개 지역 각각에 한 분

석 항목별 년 발생빈도를 구한 후 339개 지역의 체 

평균  표 편차 값을 Table 5에 나타냈다. 3σ  2σ

의 년 발생빈도는 온도값의 복 정도에 따라 정의된 

빈도값보다 다소 낮은 실 발생빈도값을 보인다. 그리

고 3σ 빈도와 1% 빈도의 년 발생빈도가 근사함[3]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9, 10에서도 확인된다.

  고/ 온 3σ 빈도값과 1% 빈도값의 년 발생빈도 분

포 특성을 Fig. 12, 13에 각각 나타냈으며, 이들 그림

에서 1% 빈도값 비 3σ 빈도값의 년 발생빈도가 상

으로 균일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백분율 빈도값 

비 표 편차 빈도값이 년 단  통계처리 시 우수하

다는 으로, Table 5의 10% 빈도값 표 편차와 2σ 

빈도값 표 편차 차이가 더욱 커짐을 통해 추가로 확

인할 수 있다.

Table 5.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frequencies 

of yearly occurrence of total analysis points

[%]

항목

내용[년]

온 고온

3σ 1% 5% 10% 2σ 2σ 10% 5% 1% 3σ

발생빈도
평균

0.12 0.12 0.71 1.53 2.22 2.22 1.64 0.76 0.13 0.12 

발생빈도
표 편차

0.01 0.03 0.11 0.22 0.04 0.05 0.32 0.16 0.03 0.01 

Fig. 12. Contour map of frequency of yearly occurrence 

of high temperature 3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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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tour map of frequency of yearly occurrence 

of low temperature 3σ/1%

6. 국내 무기체계 운용온도 추천

  한국  환경에서의 동작 운용온도는 한반도  주

변권역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무기체계의 배치  

권역별 운용 확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일반 으

로 운용권역의 3σ 는 1% 빈도값에서 부터 완화된 

다양한 빈도값을 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와 세계 기후

기 서 분석  최근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른 국내 

무기체계 동작 운용온도 추천값을 Table 6에 나타냈으

며, 이 추천값들을 과하는 온도의 권역별 발생빈도

를 Table 7에 나타내 추천값의 년 운용 확률 등을 

악할 수 있게 하 다.

  본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온의 경우 국지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해 완화 용, 고온의 경우 역 발생특

성 등을 고려해 엄격 용이 일반 으로 운용온도 설

정에 권장된다. 한반도 주변권역 사용을 목 으로 최

근의 개발되는 일부 권역 무기체계의 경우 온 -25 

℃ 용을 추천값으로 제시하 는데, 일부 고지   

백두산 주변 지역을 제외하면 한반도 1% 빈도를 만

족하면서, 비용  설계 유연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권역 무기체계의 고온 운용온도는 

35～40℃ 범  내에서 설계자와 사용자간 한 값

을 찾아 용할 수 있다.

  Table 7에 기 하여 추천 운용온도 에 따른 주변 

권역별  한반도 포함 주변  권역 운용확률을 Fig. 

14에 나타냈다. 기본권역 -32～43℃ 기 하여 운용온

도 -25～35℃는 남한지역 0.02%, 북한지역 0.24% 차로 

남한지역에 있어 상 으로 크지 않으며, 이는 온 

-25℃ 미만 발생이 북한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온

의 국지  발생  도에 따른 특성이다. 반 으로 

기본권역 비 운용온도 완화에 따른 운용확률의 변

화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무기체

계 특성을 반 한 합리  운용온도 용을 통해 설계 

유연성 확보  획득 비용 감 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Table 6. Recommended operational temperatures 

(operation mode) for Korea weapon systems

추천값

[℃]
추천근거  용 무기체계

온

-32
•한반도 3σ -32.0℃, 1% -31.8℃
•MIL-HDBK-310 Basic -32℃

-30
•한반도 주변권역 2σ -29.6℃
•육상 일반 무기체계 추천 온도 값

-25

•한반도 2σ -25.4℃
•남한 1% -22.4℃
•산업용 규격 온도값으로 비용  군 규격 

단종 고려

•권역 무기체계 추천 온도 값

-20

•한반도 연안/주요도시 3σ -17.1℃(선 ), 
-18.4℃(신의주)

•주변권역 연안 2σ -17.6℃(블라디보스톡)
•AECTP200 mild cold -19℃
•연안  해상 무기체계 추천 온도 값

고

온

35
•한반도 1% 35.3℃
•한반도 주변권역 2σ 35.5℃
•연안  해상 / 권역 무기체계 추천 온도 값

40
•한반도 주변권역 1% 39.3℃, 3σ 39.6℃
•AECTP200 intermediate 39℃
•육상 일반 / 권역 무기체계 추천 온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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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 Probabilities of operation in regions on 

recommended operational temperatures

Table 7. Regional frequency of yearly occurrence of 

temperatures worse than recommended 

operational temperatures in each country region

[%]

과
발생빈도

추천값
[℃]

한반도

79곳

남/북한  주변권역
분석

지역

339곳
남한

52곳

북한

27곳

국

105곳

일본

145곳

러시아

10곳

온

-32 0.003 0 0.007 0.011 0 0.11 0.007 

-30 0.009 0 0.026 0.027 0 0.233 0.018 

-25 0.087 0.001 0.246 0.185 0 0.946 0.116 

-20 0.379 0.014 1.055 0.791 0.002 2.784 0.465 

고

온

35 0.016 0.022 0.005 0.443 0.074 0.001 0.159 

40 0.000 0 0 0.003 0 0 0.001 

7. 결 론

  최근의 무기체계는 온도에 민감한 반도체  자 

심으로 변화되면서, 임무 다양화와 함께 운용환경도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에서 과거의 례에 따

른 역 환경에 기 한 환경요소들의 용은 개발될 

무기체계의 설계에 많은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되며, 최근 두되는 비용문제에 한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군 규격 부품들의 생산 단 경향에 따라 냉각 

 가열 계통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기 

해 온도 등을 포함한 환경 연구가 강조된다.

  본 연구의 온도 분석을 통해 역 권역환경과 국내 

환경의 차이를 확인하 으며, 아울러 백분율 빈도값의 

년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 다. 그리고 표 편차 발생

빈도값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서 온도규격 설정 근거의 

다양성을 확보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 편차 

발생빈도값은 과거 시간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월의 통계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면, 근래 자동화된 

계측시스템 등을 통한 세계 각지의 온도자료 획득  

국가 간 공유가 가능한 상황에서 용 가능한 값으로, 

군수 련 년 운용확률 등의 측  활용에 백분율 

빈도값 비 장 을 가질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국내 무기체계 운용온도 추천

값들을 한 제시하 으며, 이 값들을 과하는 온도

의 한반도  주변 권역 발생빈도를 분석함으로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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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확률 도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최근 무기체계의 다변화 추세에 맞춰 

히 반 된다면 무기체계 설계  획득 등에 있어 효

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환경 등을 포함한 

련분야 연구개발에 본 연구 개념의 활용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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