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APG, 충남 태안 소재)

은 유도무기 및 총포⋅탄약에 대한 기술시험, 군에 보

급되는 양산품의 수락시험, 장기저장탄약에 대한 신뢰

도 평가시험, 기타 대군기술시험 등을 실시하는 곳으

로 국내 최대의 무기체계 사격 종합시험장이다. 본 시

험장은 매년 일정 물량의 무기체계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유도무기 및 총포⋅탄약 시험이 약 80%

를 차지하고 있다1-3). 이러한 시험들은 시험대상체가 

대부분 해상에 탄착(낙하)되고 있으므로 그 탄착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구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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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hn-heung Proving Ground(APG) of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is the only weapon test site which has been performing firing tests for many kinds of 
missile, artillery and ammunition. APG has been performing the firing tests of so many 
times every year. The tests related to missiles, artillery and ammunitions cover 80% 
among the quantity of annual test events. The target area of many kinds of missile, 
artillery and ammunition is on the sea. Therefore, APG has its marine firing ranges which 
wer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Both weapons and ships can run into each 
other on the sea. APG has to monitor and detect the positions of the ships in the specific 
dangerous zone on the sea. The positions of the ships are detected by Scanter 2001 radar 
and GPS100 detection radar. Evading the time period when the ships appear very often 
on the sea may be a good solution to keep the maritime safety. And evading the place 
where the ships appear very often on the sea may be a good solution as well.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hips’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arine firing range, which are to 
raise the efficiency of many kinds firing tests which have been performed in APG of ADD. 
Ship distribution data from February 2014 to December 2016 were used in this paper. Ship 
distribution was analyzed with monthly data, seasonal data and etc. The number of the 
ships in approved sea area is higher in the morning than in the afternoon, and in fall than 
other seasons, and from August to November, and below 0.5 m in the hight of wave. Using 
the these conditions, we can raise the test efficiency of many kinds firing tests and 
guarantee maritime safety. The number of the ships in approved sea area is entirely 
unrelated to visibility of the sea. The time period when the number of the ships are high 
on the sea is morning. The season when the number of the ships are comparatively high 
on the sea is fall. APG of ADD could raise the efficiency of the firing tests and improve the 
maritime safety, us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haracteristics on the ship distribution. 

Key Words : ship distribution, hourly data, monthly data, seasonal data, maritime safety, 
marine firing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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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안전하고 상시적

인 시험수행을 위해 합참의 승인을 받아 해상에 6개의 

상설 해상사격장과 1개의 비상설해상사격장을 설정하

여 운용 관리하고 있다. 

안흥시험장이 1977년 10월 설립이래로 아직까지 탄

과 조업선박이 충돌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

지만 탄이 지능화, 다탄두 및 다기능화 되어 가고 있고, 

조업선박수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가추세여서 안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상에는 항상 이동 중이

거나 조업 중인 선박이 존재하고 있어 해상사격장에서

의 시험은 이들 선박과 탄의 충돌에 의한 위험성이 상

존한다. 그러므로 시험수행 전 설정된 위험구역 내의 

선박유무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안흥시험장은 해상탐지레이더 2조를 활용하여 해상의 

선박을 탐지하고 있다. 유도무기 시험인 경우에는 조업

선박을 소개한 후 시험을 수행하도록 협조를 구하지만 

총포탄약시험은 조업선박이 위험구역 내에 없을 경우

에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선박의 비협조로 

인해 원활한 시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어 조업선박에 대한 안전확보 어려움과 동시에 

시험효율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안

흥시험장에서는 자체 보유 선박(독수리7호/8호)과 용선

(임대어선)을 활용하여 위험구역 내 조업선박에 대한 

해상소개를 실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선박통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

으므로 해상소개 임무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 또한 조업제한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

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무기체계 시험을 실시하는 주요 장소인 해상사격

장 내의 선박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축적하

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월별, 계절별, 시간대별, 시정⋅
파고의 기상에 따른 해상사격장 내 선박분포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해상으로의 사격시험효율을 높이고 시험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013년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해상사격장 조업선

박 총 척수는 확인했으나 분포를 조사한 적은 없다. 본 

논문은 2014∼2016년 3년에 걸쳐 수행한 선박분포 조

사 결과와 2017∼2018년 2년간 정리한 보조 자료를 바

탕으로 앞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결

론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실제 2017∼2018년 선

박분포는 2014∼2016년 분포와 일정 동일하게 반복 확

인되어 본 논문에서 통계자료로 추가하지 않았고, 다

만 연간 분포특성을 기술함에 있어 5년간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은 선박분포가 연도별로 거의 

일정함을 나타낸다. 

2. 연구 방법

2.1 선박분포 조사장비

해상사격장 내 선박분포 조사를 위하여 국내 도입된 

근거리 해상탐지레이더 중 가장 탐지성능이 우수한 

Scanter-2001 해상탐지레이더(Fig. 1)를 활용하였다1). 이 

장비는 1톤급 선박을 기준으로 해상 20 km까지 탐지

가 가능한 근거리 해상탐지에 특화된 성능을 갖추고 

있다. Scanter-2001은 주파수 9.1∼9.5 Ghz의 전파를 송

신하여 해상의 선박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하여 조

업선박을 식별하며, 전시기(Ship Monitoring System)에 

해상구역별로 조업 선박정보(선명, 선박종류, 위치, 속

도, 방향, 시간 등)가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전시 및 

저장이 된다. 시간별 기상자료는 기상청을 통해 별도 

저장한다. 근래에는 거의 모든 조업선박에 선박자동식

별장치(AIS)가 장착되어 있어 조업선박의 위치, 속도, 

선명 등 선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육지의 선박통제 관

제센터로 송신한다. 안흥시험장은 Scanter-2001에서 탐

지한 자료를 주 자료로 사용하고 AIS에서 획득한 자료

는 보조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구역의 설정은 국

방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6개의 상설해상사격장(태

안반도 해역) 구역 내에서 조사장비의 탐지범위를 감

안하여 설정하였다. 조사구역 한 칸의 가로, 세로 길이

는 각 2 km로 총 99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

질적으로 해상사격장과 겹치는 구역은 78개로 Fig. 2에

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선박분포 조사는 이 구

역 내에서 조업 중이거나 이동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월별 선박분포는 상기 조사구역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적용하였다2).

Fig. 1. Detection radar. Fig. 2. Survey area.

2.2 선박분포 조사방법

조사장비의 선정에 이어 조사구역의 설정은 국방과

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6개의 상설해상사격장 구역 내

에서 조사장비의 탐지성능을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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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Fig. 2는 위치적으로 충남 태안반도 지역이며 6개의 

상설해상사격장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상설해상사

격장 구역 중에서 유도무기 비행시험 및 총포⋅탄약시

험은 상당부분 이 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Fig. 2에서 

해상사격장 내 주요 도서로는 모두 7개의 섬이 있다. 

사격장 동쪽에 제일 큰 섬이 거아도이고 서쪽으로 울

미도, 관도, 지채도가 이어져 있다. 지채도 서쪽의 작은 

섬은 토도이며, 남서쪽에 있는 큰 섬은 나치도이고 서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은 태서이다. 이 섬들은 조사구역 

내에서 선박분포도를 설명함에 있어 자주 언급될 것이

다. 조사장비 소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흥시험장

에서 운용하는 Scanter-2001 해상탐지레이더는 탐지범

위가 20 km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거리가 35 km인 해

상사격장과 45 km인 해상사격장의 원거리 구역을 조

사할 수 없어서 탐지가 가능한 범위인 태서 섬, 약 24 

km까지로 구역을 한정하였다3). 선박분포 통계자료에 

사용되는 선박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조업

하는 선박으로서 연구소 근무시간, 즉 사격시험을 수

행하는 동안에 식별되는 선박에 한한다. 그 외에 시간

에 조업하는 선박은 통계자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 언급되는 조사구역은 합참으로부터 인가된 해

상사격장으로 상선이나 여객선은 이 구역에 거의 출몰

하지 않으므로 분석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연구 결과

본론에서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선박

분포를 조사하여 기록한 선박분포 기록표와 구역도 자

료를 바탕으로 월별, 계절별, 시간대별, 시정별, 파고별

로 정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4년 2월부터 

Table 1. The days to survey the number of the ships(2014~2016)

Month＼Year 2014 2015 2016

1 - - 20

2 20 17 18

3 21 22 22

4 21 22 20

5 19 18 14

6 19 22 21

7 23 22 20

8 19 19 22

9 19 20 19

10 20 19 20

11 20 21 22

12 14 22 21

Sum 215 224 239

2016년 12월까지 총 678일 동안 조사하였으며 연평균 

조사일수는 226일, 월평균 조사일수는 19.9일이다. 

3.1 월별 선박분포

Fig. 3의 선박분포 구역도에서 각 구역마다 기록된 

숫자 중 위의 숫자는 해당구역 내 선박의 한 달 동안 누

적선박수이고 아래 숫자는 해당 구역에 선박이 분포한 

일수이다. 예를 들어, 구역에 10(7)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구역 내에서 선박이 한 달 중 7일 분포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총 10척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빨간

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선박분포의 구역 집중도를 쉽

게 파악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기준이 되는 

선박 수는 없으며, 매달마다 다른 구역에 비해 유독 그 

수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표시하였다. Fig. 4는 2016년 

1월 자료를 예로 보여준 것이다. 1월의 선박분포를 보

면 월초, 중순, 월말에 선박의 분포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년마다 월마다 선박의 분포 수는 달리 한다. 따라

서 각 구역의 평균누적 선박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전체 평균치로 선박의 분포수를 확인하여 보았

다. Fig. 5와 Fig. 6이 각 해상구역의 선박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참고로 월별로 조업 수산물을 파악하여 해상

에 선박이 출몰하는 월별 빈도를 추정할 수 있다. 2018

∼2019년 연근해 어업 총 조사 자료와 농림수산식품부

의 자료를 보면 서해안지역의 대표 조업 수산물, 조업

시기, 어획량 비율(%)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marine products of the Western Sea

Sector Blue crab Anch-ovy Monk-fish Shrimp the others

Fishing month 4∼5 7∼10 4∼6 4∼6 1∼12

Fish catch(%) 28 20 13 11 41

Fig. 3. Ship distribution in January(2016).



백상화⋅이아윤⋅박호준⋅이우성⋅최계숙

J. Korean Soc. Saf., Vol. 35, No. 3, 202082

Fig. 4. Ship distribution in January(2016).

Fig. 5. Average cumulative distribution of ship per year.

Table 2를 보면 봄에 조업어선이 많을 것으로 추정

되지만 꽃게(Blue crab)나 아귀류(Monkfish) 등은 Fig. 3

의 선박분포를 확인하는 영역, 즉 해안선에서 20 km 

이내가 아닌 해안선에서 20 km 밖에서 잡히는 어종이

고, 우럭, 숭어, 노래미 등 기타류는 해안에서 20 km 

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특별히 가을에 어획량이 

많아 가을에 조업선박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봄이

나 겨울이 조업선박수가 적다. 월별 조업선박수는 조

업 수산물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해당연도의 

기상, 어종의 분포지역의 이동, 조업금지기간(금어기) 

등 다양한 이유에서 영향을 받는다.

연평균분포 자료의 경우에 D9 구역에서 174일, A4 

구역에서 174일, A5 구역에서 163일, D7 구역에서 149

일, E7 구역에서 171일, E8 구역에서 169일, F6 구역에

서 155일 동안 분포하여 각각의 구역에서 연평균 조사

일수 226일 중 60% 이상의 일수 동안 선박이 분포했

다. 안흥시험장 중앙에 위치하는 안전통제소 근해에서

Fig. 6. Average cumulative distribution of ship.

는 각 항포구로 이동하는 선박이 많은데 이중에서 특

히 신진항과 안흥항에 정박하는 선박들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어 A4 구역과 A5 구역에서 선박분포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거아도를 비롯한 울미도, 지채도 등 도서 주변에서

는 해상의 풍랑에 대한 영향이 적어 조업하기가 수월

하여 선박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섬 주변

에 분포하는 특별한 어종에 의한 조업활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Fig. 6은 3년간의 선박분포

수를 합산한 누적 값을 나타낸 것이다. 해상안전을 위

해 근거리 도서지역 근방으로 사격시험을 자제해야함

을 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3.2 계절별 선박분포

계절은 일 년을 자연현상의 추이에 따라 몇 개의 기

간으로 구분한 것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것은 

천문학적 사계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개의 기간

으로 구분하며 춘분⋅하지⋅추분⋅동지를 춘⋅하⋅추

⋅동의 시작으로 한다. 한편, 기상학적으로 계절을 구

분하는 기준은 일평균기온이 5도 이상인 날이 9일 이

상 이어질 때 그 첫날을 봄의 시작으로 하고, 일평균기

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간 날이 9일 이상 이어질 때 

그 첫날을 여름의 시작으로 하며, 일평균기온이 섭씨 

20도 미만으로 떨어진 날이 9일 이상 이어질 때 그 첫

날을 가을의 시작, 일평균기온 5도 미만으로 떨어진 날

이 9일 이상 이어질 때 그 첫날을 겨울의 시작으로 한

다. 북반구에서는 관습적으로 3⋅4⋅5월을 봄, 6⋅7⋅8

월을 여름, 9⋅10⋅11월을 가을, 12⋅1⋅2월을 겨울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계절의 날씨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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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mber of cumulative ship in season

Season 2014 2015 2016 Sum

Spring(3,4,5) 4,711 4,974 4,239 13,924

Summer(6,7,8) 4,955 5,351 5,804 16,110

Fall(9,10,11) 7,600 9,434 9,777 26,811

Winter(12.1,2) 936 2,100 2,929 5,965

Table 4. The average number of ship per day in season

Season 2014 2015 2016 Day Avg.

Spring(3,4,5) 77.2 80.2 75.7 77.8

Summer(6,7,8) 81.2 84.9 92.1 86.1

Fall(9,10,11) 128.8 157.2 160.3 149.0

Winter(12.1,2) 27.5 53.8 49.6 45.2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봄철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

씨를 보이고 여름철은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가을에는 봄과 비슷한 날씨가 되며 먼지가 적어 하늘

이 맑고 깨끗하다. 겨울철은 폭설과 한파, 강추위가 나

타난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절별 일일평균 선박

수는 가을(9월,10월,11월)이 2014년 128.8척/일, 2015년 

157.2척/일, 2016년 160.3척/일이고 평균 149.0척/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선박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여름(6월,7월,8월)이 2014년 81.2척/일, 2015년 84.9척/

일, 2016년 92.1척/일이고 평균 86.1척/일로 뒤를 잇고 

있다. 봄(3월,4월,5월)이 2014년 77.2척/일, 2015년 80.2

척/일, 2016년 75.7척/일이고 평균 77.8척/일로 세 번째

로 많은 선박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겨울(2

월,12월)이 2014년 27.5척/일, 2015년 53.8척/일, 2016년 

49.6척/일이고 평균 45.2척/일로 사계절 중 가장 적은 

선박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시험계획 수립 시 가능한 

가을에 시험물량을 적게 반영하는 것이 시험안전을 확

보하고 효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

적으로 겨울에 시험물량이 적어 겨울철에 시험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3 시간대별 선박분포

앞서 설명했듯이 선박분포 조사는 동절기(11월∼2

월)에는 09:30부터 16:30까지 1일 6회, 하절기(3월∼10

월)에는 09:30부터 17:30까지 1일 7회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월간누적선박수와 조사일수를 시

간대별로 정리하고 누적 선박 수에서 조사일수를 나누

어 시간대별 일일 평균 선박 수를 구하였다. Fig. 7은 

시간대별 선박분포 기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그래프로 정리한 자료이다.

Fig. 7. The average number of ship per day in time-rate.

시간대별 선박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09:30 시간대

에서 17:30 시간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선박분포가 점

진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하루 중 선박분

포가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3년간 

누적 선박 수의 경우 11:00 시간대에서 13:30 시간대로 

넘어갈 때와 16:30 시간대에서 17:30 시간대로 넘어갈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선박분포가 크게 감소했고, 일일

평균선박수의 경우는 11:00 시간대에서 13:30 시간대

로 넘어갈 때 한 차례에 걸쳐서 선박분포가 크게 감소

했다. 3년간 누적선박수의 경우 11:00 시간대에서 

13:30 시간대로 넘어갈 때 14,812척에서 9,586척으로 

줄어들며, 이전 시간대 대비 35.3% 감소한다. 또한 

16:30 시간대에서 17:30 시간대로 넘어갈 때에는 4,927

척에서 2,502척으로 줄어들며 이전 시간대 대비 49.2% 

감소한다. 일일평균선박수의 경우에는 11:00 시간대에

서 13:30 시간대로 넘어갈 때 22.0척/일에서 14.5척/일

로 줄어들며 이전 시간대 대비 34.1% 감소한다. 즉, 하

루 중 선박분포는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중에서도 오전

에서 오후로 전환되는 시간대(11:00→13:30)에 한 차례 

30% 이상의 큰 감소폭을 보이고 이후 일과가 끝나가

는 시간대(16:30→17:30)에 또다시 거의 50%에 가까운 

감소폭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하루 중 

선박분포 비율은 오전이 50.4%, 오후가 49.6%로 오전

이 더 많으며 조사시간이 오전에 2회, 오후에 4회∼5회

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오전에 선박분포가 상당

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5:30 시간대 이후

로는 일일평균선박수가 10척 이하 수준으로 상당히 적

게 나타나므로 시험을 수행 시 오전보다는 오후, 오후 

중에서도 15:30 시간대 이후에 실시하게 된다면 원활

한 시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업이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는 12시간 25분 주기의 밀물과 

썰물의 때인 물때와 물의 흐름인 조류 등과 관련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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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연평균을 반영하면 오전이든 오후든 물때는 공평

하게 발생하고 있어 물때가 조업에는 영향을 주나 조

업선박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제 조사에 의하

면 대체적으로 어민들이 어로작업환경(기온, 파고 등)

과 공판장 납품시간 등의 이유로 조업선박수는 오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4 시정에 따른 선박분포

시정은 안전통제소로부터 해상에 보이는 거리를 쌍

안경과 육안을 통해 직접 관측하여 기록했고, 선박분

포구역도 내에서 도서를 기준으로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I, II, III, IV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기

준은 다음 Fig. 8과 같다.

누적선박수의 경우 조사일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조사일수의 영향일 수는 있으나 

Fig. 8. Division map for visibility.

Fig. 9. The average number of ship per day in visibility.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일일평균선박수의 경우를 봤을

때 시정이 좋다고 선박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정별 일수자료 결과 안흥 주변의 해상은 12 km초과

의 비교적 양호한 시정보다 12 km 이하의 보통 시정과 

3 km 이하의 아주 나쁜 시정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선박수 자료의 결과를 봤을 때 해상

의 선박분포에 미치는 시정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물론 해무에 의해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

서 무리한 조업과 부주의한 선박운항은 자칫 대형사고

로 이어질 수 있다4). 

3.5 파고에 따른 선박분포

파고측정 자료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안선에서 약 10 

km 부근 해상사격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청 파고부

이(buoy)에서 실시간으로 획득하였다. 해상사격장 내에

서 조업하는 선박들은 모두 10톤 미만으로 파고에 영

향을 일정부분 받는 선박들이 대부분이다.

Fig. 10. The average number of ship per day in wave height.

파고가 0.5 m 일 때 보다 0.5∼1.0 m 일 때는 조업선

박수는 반으로 감소하고, 파고가 1.0 m 초과 시는 1/10

로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파고는 조업의 효

율, 즉 시간당 어획고와 직결되는 것으로 0.5 m 파고차

이에도 조업선박수는 급감함을 알 수 있다. 파고는 조

업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파고가 높을 때 

사격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과 시험효율측면에서 

모두 권장되지만, 파고가 높을 때는 시정이 동시에 좋

지 않아 실제 시험수행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4. 결론과 고찰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실시한 해

상사격장 선박분포 조사를 토대로 월별, 계절별, 시간

대별, 시정별. 파고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월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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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분포 특성은 9월이 가장 많았고 2월이 가장 적었으

며 구역별로는 태안반도 근해에 위치하는 거아도와 울

미도, 관도, 지치도, 토도, 나치도, 태서 등 해상사격장 

내 주요도서 주변에서 선박이 많이 분포하였다. 계절

적 특성으로는 9월을 포함하는 가을이 가장 많고 이어

서 여름과 봄이 뒤를 잇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월을 

포함하는 겨울이 가장 적었다.(가을→여름→봄→겨울) 

시간대별 선박분포 특성은 하루 중 09:30 시간대에 선

박분포가 가장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7:30 시간대가 가장 적었다. 시정의 좋고 나

쁨이 선박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파고는 0.5 m 이하 일 때 조업선박수가 가장 

많았고 1.0 m 초과 시 조업선박수는 급격히 줄어들었

다. 상기와 같이 3년간 선박분포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

한 결과는 2017년, 2018년도에도 반복되어 나타났다. 

이에 2018년을 끝으로 선박분포 조사를 종료하였다. 

상기 결과에 따라 시험장내 각 발사장에서는 태안반도 

근해의 도서지역방향으로의 사격시험을 지양하고 시

험계획 수립 시 계절적으로 가을, 시간대로는 오전에 

시험물량을 줄임으로써 조업선박이 사격으로 인한 위

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었다. 

연간 시험물량은 동일하지만 노출확률을 계절, 시간대 

조건에 따라 낮춤으로써 상대적인 시험 안전도를 높였

다. 해상에 가능한 조업선박이 자주 출몰하는 어로구

역을 회피하여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상대적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탄이 탄착하는 위험

구역에는 조업선박을 시험 전 소개(evacuation)하기 때

문에 충돌의 위험성은 없고 만약의 탄이 비정상 비행

을 할 경우 위험구역 주변에 조업선박이 많으면 많을

수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정량적으로 다시 기술

한다면 아래의 Table 5와 같다. 2018년부터 분포특성을 

시험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분포특성 적용 전을 상대적 수치인 1.0 기준으로 보

았을 때 안전도는 40%, 시험효율은 30%정도 향상되었

다. 선박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전에는 계절별로 일정

하게 시험물량을 배분했다면 분포특성 분석 후에는 가

Table 5. The comparison of safety level and test efficiency

Sector Before application After application

Safety grade 1.0 1.4

Test efficiency 1.0 1.3

을 시험 물량을 봄, 여름으로 배분하고 오전과 오후 시

험물량을 1/2씩 배분하던 종전방식에서 오전에 1/4, 오

후에 3/4을 배정하였다. 이로써 해상에 조업선박수가 

적을 때 시험을 함으로써 조업선박과 발사 탄이 조우

(collision)할 확률을 40%정도 낮추었고, 부가적으로 해

상에 조업선박수가 적을 때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조업

선박 통제에 따른 시험지연이 감소하여 시험효율은

30%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분포특성 분석자료 

적용 전에는 시험 안전도와 시험효율은 해상의 조업선

박수에 매우 의존적이었다. 향후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자료조사를 추가 실시하게 된다면 다년간의 자료

를 축적하게 됨은 물론, 현재의 특성과 비교분석함으

로써 장기적인 특성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결과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사격시

험계획수립에 반영되어 조업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

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험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크

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 선박이동경로 예측 연구, 각종 

선박정보인식시스템, 해상정보획득프로세스, AI 및 빅

데이터, 기타 드론을 이용한 해안 및 도서 인근지역 선

박의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해상사격에 대한 안전을 더

욱 강화할 계획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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