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 "

국립해양조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항행경보(제19-201호) 8월 1주 해상사격훈련(해경) 실시 알림
1. 해양경찰청 경비과-4763(2019.8.1. )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해상사격훈련이 실시 될 예정이오니 항해 및 조업 선박에 해상사격
훈련구역 접근 금지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 시간(KST)

번호

사격장 구역(WGS-84)

A

동해-울산근해(R-119)

8. 5,7

10 :00 ~ 18 :00

B

동해-포항북동먼바다(R-120)

8. 5,8

13 :00 ~ 18 :00

C

서해안-가덕도부근(R-124)

8. 7,9

13 :00 ~ 18 :00

D

동해-강릉근해(R-135)

8. 8,9

09 :00 ~ 18 :00

8. 8,9

14 :30 ~ 20 :30

8. 10

16 :00 ~ 21 :00

8. 7,8,9

09 :00 ~ 18 :00

8. 10,11

09 :00 ~ 17 :00

E

F

해도

동해-울릉도동방근해(R-141)

동해안-호미곶연안(R-142C)

G

남해안-부산연안(R-143)

8. 5

10 :00 ~ 17 :00

H

남해안-소지도부근(R-144)

8. 5

10 :00 ~ 18 :00

8. 6

10 :30 ~ 14 :30

8. 7

09 :00 ~ 16 :00

I

관련

462

남해안-세존도부근(R-145)

J

남해안-청산도남방연안(R-146)

8. 11

09 :00 ~ 18 :00

K

대한해협-마라도남방근해(R-147)

8. 8,9

10 :00 ~ 18 :00

L

서해안-불무기도부근(R-148A)

8. 8

08 :00 ~ 1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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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

O

P

08 :00 ~ 10 :00

8. 10

09 :00 ~ 12 :00

8. 5

11 :00 ~ 16 :00

8. 6

10 :00 ~ 15 :00

8. 6

10 :00 ~ 17 :00

8. 7

09 :00 ~ 17 :00

8. 5,6

13 :00 ~ 17 :00

8. 5,6,8

17 :00 ~ 22 :00

8. 7

18 :00 ~ 22 :00

8. 6

11 :00 ~ 15 :00

남해안-화도서방연안(R-149)

서해안-말도남방연안(R-151A)

서해안-대청도서부(R-153)

황해-격렬비열도남서방(R-80)

서해안-선갑도 동방
아래 지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역
Q

8. 9

① 37-07-42N, 126-06-12E

3415

② 37-04-42N, 126-06-12E
③ 37-04-42N, 126-10-00E
④ 37-07-42N, 126-10-00E

8. 7

10 :00 ~ 15 :00

8. 9

13 :00 ~ 18 :00

서해안-소청도 남방
아래 지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역
R

① 37-30-00N, 124-50-00E
② 37-25-00N, 124-50-00E

3200

③ 37-25-00N, 124-43-00E
④ 37-30-00N, 124-43-00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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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오션(Clean Ocean),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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