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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

해적방지시스템

1. 서론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전세계 물동량의 85%는 해
상을 통해 이루어 진다.
특히선진국과중후진국간의국가교역이증가되면서특정해역

을반드시지나야하는선박의수역시증가되고있는실정이다.
그 중 아덴만, 홍해 남부, 예만 연안, 오만/아랍해 연안, 케나.

탄자니아.시실리스.마다가스카드 연안, 인도양 서부연안, 몰디
브 서쪽 연안, 인도양들은‘삼호주얼리호 사건’과 같이 부패한
정부나 느슨한 법률체계 등으로 인해 해적들이 증가되고 있다.

2. 소말리아해적

소말리아 해적은 전체 해적사고 196건 중 172건(87.8%,
2010년 기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초기 소규모 생계형 해적
에서 벗어나 점차 산업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말리아는 20년간의 장기 내전, 타국 불법 어획으로 연안

해양자원 고갈 등 어민 생활고가 가중 되었고, 이슬람 무장군
벌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정부는 통제 능력을 상실했고 무정
부 상태 지속됨에 따라 해적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생계유
지가 증가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규모는 25여개 조직 1,000여명 정도로 추산

되며, 20~35세의 젊은이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소말리아 1
인당 GDP 300불에 비해 엄청난 소득(건당 1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해적의 구성은 세 부류로 나누어 진다. 바다를 잘아는 전직

어부, 작전을 담당하는 전직 민병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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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해역별 해적사고 발생현황】

■ 소말리아 해역(51건), ■ 아덴만(33건), ■ 홍해(14건)
■ 인도네시아(16건), ■ 말레이시아(9건),
■ 남지나(15건), ■ 베트남(7건), ■ 방 라데시(8건),
■ 인도(4건), ■ 나이지리아(6건), ■ 페루(6건)
■ (3건) 아이보리코스트, 베네주엘라, (2건) 카메룬, 하이티, 에콰

도르, 필리핀
■ (1건) 말라카.싱가폴 해협, 태국, 홍콩, 콜롬비아, Guyana, 

콩고, 기니아, 라이베리아, 탄자니아

* 주요 해적 발생 항만 : 방 라데시(Chittagong), 나이지리아
(Lagos), 페루(Callao), 베트남(Vung Tau), 아리보리코스트
(Abidjan)

그림 1. 해적 사건 발생현황 그림 2. 소말리아 해적 활동지역



해적들은 대부분이 총기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 선원은
물론 선박자체 및 화물, 환경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3. 해적방지기술
(Anti-Pirate Solutions)

해적 방지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국 및 인근국가
의 해군/해경 호위를 받으며 운항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용상
의 한계로 한국 관련 선박의 경우 아덴만, 인도양을 통항하는
선박 683척 중 23%(158척)만이 호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선사들은 자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적

퇴치 및 방지 시스템을 적용해 오고 있다. 물대포, 화염병, 음
향대포, 철조망, Propeller arrest 가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각 시스템들은 해적 퇴치의 효용성은 있으나 해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통항기간을 제외한 일반 운항 시 불편함과 선
박의 모든 구역에서 퇴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선박의 전체 구역에서 효율적으로 해적 접근을 방

지하여 퇴치하는 Active Defense 개념의 물대포 시스템과 긴
급상황에서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Passive Defense의 방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4. Active Defense : Water
Cannon with tracking

물대포는 옛날부터 육상의 시위 등을 진압하는데 사용하
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해상에서는 소화용 해수를 이용하여
고압의 물을 해적선에 직접적으로 분사하여 해적선의 접근 및
해적의 승선을 막는데 사용한다. 이는 다른 앞서 언급한 다양
한 퇴치방법에 비해 非 살상적인 반면 효율적으로 선박의 모
든 구역을 관장하여 해적을 막을 수 있다.
물대포 시스템은 물대포와 기존 Radar 시스템 및 야간 투

시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선박

을 조기에 식별하여 추적, 해적선으로 판명될 시 근해의 해군/
해경에 긴급 구조요청을 보내고 원격으로 조타실(W/H)에서 해
적을 퇴치할 수 있다.

4.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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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별 월별(’09년)

비고
2009 2008 8월 7월

피격 90 42 7 2 ’09. 9. 17 현재

피랍 32 44 0 2 〃

침입시도 4 0 0 0 〃

표 1. 해적 사건 발생 현황

그림 3. 물대포 설치 가상도

그림 4. 물대포 Process ch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